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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인출 기반 학습은 효율적인 장기기억의 형성과 학습을 촉진시키기 위

해서 인출을 시도하는 학습 활동을 말한다.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인출

연습 효과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고 피드백, 인출난이도, 인출 간격 등

인출 연습 효과를 강화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왔

다. 그러나 인출 연습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변인에 대한 연

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인출 연습 효과가 실제 학습 맥락에서 그 실용적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인출 연습 방식을 탐

색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 학습 상황에서 여전히 큰 부분을 차지하

고있는 텍스트 학습에 있어서도 인출 기반 학습의 효과성을 점검해보고

학습자 특성과의 관계를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인지양식과

텍스트 이해력이라는 두 가지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텍스트 학습 상황

에서 인지양식과 인출유도방식이 텍스트 정보의 파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인지양식과 인출유도방식의 영향이 텍스트 이해력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에는 중학교 2학년 학생 296명이 참여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들은

인출유도방식에 따라 인출유도없음, 구조화된 인출유도, 비구조화된 인출

유도의 세 집단에 무선으로 배정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주제흥미와 사

전지식, 인지양식, 텍스트 이해력을 측정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들은 각

집단에 처치된 방식으로 텍스트 학습을 실시한 후 두 차례에 걸쳐 텍스

트 정보의 파지를 묻는 문항에 응답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양식(통합적,

분석적)과 인출유도방식(인출유도없음, 구조화된 인출유도, 비구조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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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유도)의 상호작용 효과가 텍스트 정보의 즉시 기억 점수에서는 유의

하지 않았으나 지연 기억 점수에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

로, 통합적 인지 양식의 학습자의 경우 인출유도 없음, 비구조화된 인출

유도, 구조화된 인출유도의 순으로 지연 기억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분석적 인지 양

식의 학습자의 경우 인출유도 없음, 구조화된 인출유도, 비구조화된 인출

유도의 순으로 지연 기억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비구조화된

인출유도방식으로 학습한 집단의 지연 기억 점수와 나머지 두 집단의 지

연 기억 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

습자의 인지양식에 따라 효과적인 인출유도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을 보여주며 인출 기반 학습에 있어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

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인지양식과 인출유도방식이 텍스트 정보의 파지

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텍스트 이해력에 의한 삼원상호작용은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인지양식과 인출유도방식

이 텍스트 정보의 파지에 미치는 영향은 텍스트 이해력에 따라 달라지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텍스트 학습에 있어 인출 기반 학습이 텍스트

이해력에 관계없이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오랜기간 학습자의 인지적 특성으로 연구되어온 인지양식과

인출유도방식에 따른 인출연습의 효과성을 경험적으로 확인였다는 점에

서 기존의 연구를 확장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실제적 학습 맥락에

서 인지양식에 따라 더 효과적인 인출유도방식을 확인하고 실제 수업 현

장에 적용 가능한 인출 유도 방식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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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시대가 변화하고 그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의 요건이 끊임없이 변화하

면서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또한 달라져 왔다. 하지만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 중의 하나는 장기 기억의

형성과 전이를 극대화하는 것이다(Hays, Kornell, & Bjork, 2010). 이것

은 장기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이 작업 기억에서 주어진 정보를 처

리하고 구조화하거나 추론과 같은 고차원적인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Sweller, Merrienboer, & Paas,

1998).

1970년대 인지심리학이 발달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정보가 투입되고

저장되며 기억으로부터 인출되는 방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

고, 이를 통해 학습자의 내부에서 학습이 발생하는 기제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장기기억의 효율적인 형성 방법은 많은 연구자들의 주된 관심사

였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부호화(encoding) 과정에 큰 비중을 두고

수행되어왔다. 하지만 최근 2-30년에 걸쳐 인출(retrieval)이 학습과 장기

기억 형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른

학습 전략과 비교해 그 실용적 가치를 증명한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

다(Karpicke & Blunt, 2011). 많은 선행 연구들은 인출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단순히 학습 자료를 복습하는 것에 비해 기억 유지를 크게 향상시

킨다고 보고하고 있다(Karpicke & Roediger, 2008). Adesope, Trevi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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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Sundararajan(2017)은 118개의 독립된 연구에서 수행된 217개의

인출 연습 효과 실험에 대해 메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출 연습 효과가

강력한 것으로(효과크기 0.61) 보고했다. 또한 인출연습은 흔히 사용되는

학습전략인 다시 읽기(Carpenter & DeLosh, 2005; Roediger &

Karpicke, 2006a), 개념지도 만들기(Karpicke & Blunt, 2011), 노트필기

(McDaniel, Howard & Einstein, 2009)보다 학습에 더 효과적이라고 보

고된다. 인출은 학습 이해와 파지를 위한 핵심과정이며(Karpicke, 2012),

인출 연습은 학습 내용에 대한 장기 기억 향상 뿐만 아니라, 학습 내용

의 조직화나 학습의 전이를 강화시켜준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Congleton & Rajaram, 2012; Butler, 2010; Zaromb & Roediger, 2010).

더불어 인출 연습은 내용 이해나 파지 향상과 같이 학습에 직접적인 효

과를 미칠 뿐만 아니라 메타 인지 (Butler, Karpicke & Roediger, 2008;

Dunlosky & Lipko, 2007), 학습 태도(Leeming, 2002; Thomas &

McDaniel, 2007)와 같이 간접적인 부분에 효과를 미치기도 한다.

인출 연습 연구에서 사용하는 인출 연습 형식은 자유회상 방식이나,

단답형, 선다형, 진위형과 같은 방식이 주로 사용되는데, 자유회상 방식

을 제외한 단답형, 선다형, 진위형은 기존의 시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인

출 연습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기 보다는 시험 효과라는 국소적인 의

미를 담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시험 효과의 부정적 측면 중 하나로

여겨지는 시험에 대한 불안 증가와 부정적 정서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

으며 이는 인출 연습이 학습 방법의 하나로 여겨지고 학습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저해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따라서 시험방식

을 벗어나 학습적 맥락에서 인출 연습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인출유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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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초기의 인출연습 연구는 인출 연습의 효과성을 밝히는데 주력하고 그

효과를 파지 효과에 한정하였으며 실험에 쓰인 재료 또한 무의미 철자나

서로 관련이 없는 단어쌍을 사용하였다. 이는 실험통제에 유리한 형태이

지만 실제 학습 맥락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점을 가진다. 인출 연습

의 효과성을 밝히는 후기 연구들에서는 인출 연습의 파지 효과 뿐만 아

니라 조직화 및 전이효과에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으며 인출 연습

을 실제 학습 맥락에 적용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실험에 쓰이는

자료 또한 비디오나 멀티미디어와 같은 교육적 자료나 실제 교육과정에

등장하거나 교과과정과 유사한 수준의 텍스트와 같은 유의미한 학습재료

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텍스트 자료는 교육적 맥락에서 가장 중요하게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는 학습 자료이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텍스트를 통

한 학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국내의 교육적 맥락에서 텍스

트 자료를 활용하여 인출 연습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적용 방안을 탐색하

는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인출연습 관련 선행연구들은 피드백(Butler & Roediger, 2008), 인출

난이도(Foos & Fisher, 1988; Glover, 1989; Butler & Roediger, 2007),

인출의 간격, 재학습(Karpicke, 2012)등과 같이 인출 연습 효과를 강화하

는 변인에 대해서는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온 것에 비해서 인출 연습

의 효과를 매개하는 개인차 변인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Karpicke, 2017). 하지만 모든 학습 전략이 그렇듯이 인출연습 효과 또

한 학습자의 특성이 고려되었을 때 극대화될 수 있다. 인출연습 연구에

서 지금까지 주로 고려되어온 학습자 특성은 연령, 작업기억 용량,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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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학업성취도, 읽기 이해력 등이다. 이러한 학습자의 특성은 결국 초

기 학습을 마친 후 학습자가 형성하는 정신적 표상의 질적 차이와 밀접

한 관련을 가진다. 이것은 인출 연습과 관련하여 최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습 텍스트의 응집성과 복잡성에 대한 연구와 그 맥락을 같이 한

다고 볼 수 있다. 텍스트를 학습할 때, 학습자가 어떤 인지양식을 가졌는

지에 따라 정보에 접근하는 구조적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이것은 학습

자가 텍스트 학습을 통해 형성하는 정신적 표상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

다. 또한 인지양식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는 인지 양식에 따라 효과적

인 학습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므로 학습자의 인지양식

에 따른 효과적인 인출연습 방식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텍스

트를 통한 학습에서 학습자의 텍스트 이해력은 학습의 성취도를 결정짓

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텍스트를 재료로 하는 인출 기반 학습에

서 학습자의 텍스트 이해력에 따라 인출 연습 효과가 달라질 것인지 탐

색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학습자들을 대

상으로하여 텍스트를 통한 학습에서 인지양식과 텍스트이해력을 고려한

효과적인 인출유도방식에 대해 탐색해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학습자의 인지양식과 인출유도방식이 텍스트 정보의

파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인지양식과 인출유도방식이

텍스트 정보의 파지에 미치는 영향이 학습자의 텍스트 이해력에 따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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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지는지를 살펴보는데 있다. 인출유도방식은 개념지도를 통해 정교화

학습을 하는 '인출유도 없음', 질문지도를 통해 인출기반 학습을 하는 '

구조화된 인출유도', 자유회상을 통해 인출기반 학습을 하는 '비구조화된

인출유도'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 세 가지 인출유도방식을 집단 간

변인(between-subjects)으로 구분하여 처치하였으며, '인출유도 없음'을

통제집단으로 '구조화된 인출유도'와 '비구조화된 인출유도'를 실험집단

으로 설정하였다. 학습자 변인인 인지양식은 자기보고형식의 문항을 통

해 측정하여 그 결과를 근거로 통합적 인지양식과 분석적 인지양식의 두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텍스트 이해력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종속변인은 텍스트 정보의 파지 점수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확인

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인지양식(통합적, 분석적)과 인출유도방식(인출유도 없음, 구

조화된 인출유도, 비구조화된 인출유도)에 따라 텍스트 정

보의 파지 점수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인지양식(통합적, 분석적)과 인출유도방식(인출유도 없음, 구

조화된 인출유도, 비구조화된 인출유도)이 텍스트 정보의

파지 점수에 미치는 영향이 텍스트 이해력에 따라 달라지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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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용어

본 연구에서는 인지양식과 텍스트 이해력, 인출유도방식이 텍스트 정

보의 파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인지양식, 텍스트 이해력,

인출유도방식, 텍스트 정보의 파지를 주요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주요 변

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인출유도방식

인출 연습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들에서는 인출 연습 단계에서

자유회상, 단서회상, 선다형, 단답형, 재인 등의 다양한 종류의 인출 방식

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출 연습 유형을 인출유도방식에

따라 인출유도 없음, 구조화된 인출유도, 비구조화된 인출유도의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하였다. 인출유도 없음은 인출 유도를 하지 않는 정교화

학습방식으로 개념지도를 통한 학습을 말한다. 구조화된 인출유도는 인

출유도를 하되 구조화된 정보를 함께 제시하여 인출 연습을 하는데 도움

을 주는 질문지도를 통한 학습을 말한다. 비구조화된 인출유도는 인출

연습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유회상 방식으로 학습한 내용에 대

해 자유롭게 회상하는 방식을 통한 학습을 말한다.

나. 인지양식

인지양식(cognitive styles)은 정보를 인지하고 조직화하고 처리하는

일관되고 지속적인 개인의 특성이다(Riding & Cheema, 1991). 인지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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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정의와 분류는 학자마다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Riding과

Cheema(1991)의 통합적(wholistic)-분석적(analytic) 양식에 초점을 맞춘

다. 이것은 인지양식을 개인의 정보조직 유형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통

합적 양식은 정보를 전체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고 분석적 양식은 정

보를 부분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맥락에서의

통합적-분석적 인지양식을 구분하기 위해 Felder와 Soloman(1991; 1994;

2002 개정)이 개발한 학습유형검사(index of learning style[ILS]) 문항

중 정보이해 차원(포괄적/순차적)에 해당하는 11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ILS의 정보이해 차원(포괄적/순차적)은 좌뇌와 우뇌의 발달자에 근거하

여 구성되었다(Felder & Spurlin, 2005). 11개의 문항 중 더 많이 선택한

쪽으로 학습유형이 구분되며 검사 결과에 따라 포괄적 학습자는 통합적

인지양식으로 순차적 학습자는 분석적 인지양식으로 분류하였다.

다. 텍스트 정보의 파지

텍스트 정보의 파지는 텍스트 학습 후에 학습한 텍스트의 정보를 기억

하는 정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사실적 이해를 기반으로하

여 텍스트의 세부 정보와 중심 내용의 파지를 측정하는 12개의 문항으로

텍스트 정보의 파지 검사를 구성하였다. 텍스트 정보의 파지는 즉시 기

억과 지연 기억으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며, 즉시 기억은 텍스트 학습 직

후에 지연 기억은 텍스트 학습 일주일 후에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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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텍스트 이해력

본 연구에서 텍스트 이해력은 학습자의 개인차 변인으로 텍스트를 읽

고 의미를 파악하며 지식을 획득하는 능력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

학교 3학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국어영역 문항 중 읽기능력과 관

련된 문항을 중학교 2학년 수준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구성된 8개의 문

항으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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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인출 연습

가. 인출 연습 효과

인출 연습 효과(retrieval practice effect)란 인출을 시도하는 것이 학

습과 파지를 촉진 시켜주는 인지적 효과를 말한다. 많은 경우 인출 연습

이 시험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출 연습 효과를 시험효과(testing

effect) 또는 시험 강화 학습(test-enhanced learning)이라고 부르기도 한

다(Roediger & Butler, 2011; Roediger & Karpicke, 2006a, 2006b). 시험

효과는 학습한 내용에 대해 연습 시험을 치는 것이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는 것에 비해 차후의 학습과 최종 평가에서의 기억 유지를 더 크게 촉

진시키는 것을 말한다(Roediger & Karpicke, 2006b).

많은 선행 연구들은 인출 연습을 하는 것이 단순히 학습 자료를 복

습하는 것에 비해 기억 유지를 크게 향상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Karpicke & Roediger, 2008). Adesope와 Trevisan, Sundararajan(2017)

이 118개의 독립된 연구에서 수행된 217개의 인출 연습 효과 실험에 대

해 메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효과크기가 평균 0.74로 인출 연습 효과가

강력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대부분의 인출 연습 연구는 인출 연습 집단

을 재학습활동 집단과 비교하여 그 효과를 검증한다. 재학습 활동으로는

학습방법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 없이 초기 학습 자료에 다시 노출시키거

나 그것을 다시 읽게 하는 것이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인데, 그 이

유는 이러한 방법이 학생들이 보통 혼자 공부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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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Kornell & Bjork, 2007; Kornell & Son, 2009). Karpicke와

Butler, Roediger(2009)의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대학생의 84%가

학습전략으로 다시 읽기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고, 55%가 다시 읽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학습전략으로 보고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인출

연습이 다시 읽기 전략보다 학습 효과성이 더 크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

에 의미를 더해준다(Carpenter & DeLosh, 2005, 2006; Roediger &

Karpicke, 2006a, 2006b).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인출 연습은 동일한

시간 복습하기(Roediger & Karpicke, 2006b), 개념지도 만들기(Karpicke

& Blunt, 2011), 노트필기(McDaniel, Howard, & Einstein, 2009)보다 학

습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Karpicke(2012)는 인출이 학습 이해

와 파지를 위한 핵심 과정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인출연습이 학습 내용에

대한 장기 기억 향상 뿐 아니라 학습 내용의 조직화나 학습의 전이를 강

화시켜준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Congleton & Rajaram, 2012;

Butler, 2010; Zaromb & Roediger, 2010).

인출 연습은 내용 이해나 파지 향상과 같이 학습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기도 하지만 메타인지나 학습 태도와 같이 학습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Callender와 McDaniel(2009)는 학습 텍스트를 반복해서 읽

는 것은 차후 시험에서의 파지를 향상시키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 중 하나는 다시 읽기가 학습자에게 숙달에 대한 잘

못된 인식을 주어 과신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시험을 위한 준비가 부족

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학생이 학습 자료를 여러번 읽을 경우

그 자료에 대한 친숙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친숙도의 증가는 학

습자료가 충분히 학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Koriat과

Bjork(2005)는 이러한 과신이 학습 시간동안 이용가능한 정보와 시험 상

황에서 이용가능한 정보간에 불일치를 가져온다고 제안한다. Dunlo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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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Lipko(2007)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이 학습 자료를 숙달할 만큼

충분히 학습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놀랍도록 서툴다고 보고했다. 이

러한 기술은 학습 판단(judgments of learning, JOLs)이라고 불리는데,

이 학습판단에 대한 연구는 인출 연습이 학생들의 학습판단을 상당히 향

상시킨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Roediger와 Karpicke(2006a)는 부담이 적

은 퀴즈를 학습 도구로 자주 활용하는 것은 교사와 학생이 지식 격차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를 자주 활용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Thomas와 McDaniel(2007)은 학습자가 인출 연습을 통해 더 정확한 메

타인지적 판단을 내리고, 효과적인 자기조절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Leeming(2002)은 인출연습이 전반적인 학업 성적을 향상시

키는 것 외에도 학습 태도에 영향을 주며, 수업시간에 퀴즈를 자주 보는

것은 수업에 대한 집중을 더 증가시킨다고 보고했다.

나. 인출연습 이론

1) 전이 적합 처리 가설

전이 적합 처리 가설(transfer appropriate processing hypothesis)에 따르

면, 학습하는 동안 관여한 부호화 과정이 시험보는 동안 관여하는 인출

과정과 일치할 때 최종 수행은 극대화 된다(Morris, Bransford, &

Franks, 1977). 학습자는 인출 연습을 함으로써 학습 과정을 시험에서

요구하는 유형의 과정과 일치시킬 수 있기때문에 전이 적합성을 높여주

어 높은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Roediger & Karpicke, 2006a).

McDaniel과 Thomas, Agarwal, McDermott, Roediger(2013)는 두 개의

실험을 통해 퀴즈를 보지 않거나 퀴즈와 시험의 형식이 일치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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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보다 퀴즈 질문이 최종 시험 형식과 일치하는 경우에 시험 수행이

가장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인출 연습과 지연 기억 검사 사이의 시험 유형이 다른 경우에

도 시험효과가 감소 되지 않은 연구 결과를 보고하는 선행연구 결과들도

존재한다(Carpenter & DeLosh, 2006; Carpenter & Kelly, 2012; Kang,

McDermott, & Roediger, 2007; Carpenter, Pashler, & Vul, 2006).

Carpenter와 DeLosh(2006)은 인출 연습과 최종 시험의 유형을 재인, 단

서 회상, 자유 회상으로 나누고 인출 연습과 최종 시험의 유형이 같은

집단(예, 재인-재인)과 다른 집단(예, 재인, 단서 회상)의 최종 수행을 비

교하였다. 실험 결과, 최종 시험의 유형에 상관없이 인출 연습 단계에서

자유 회상을 실시한 집단의 수행이 가장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

은 연구 결과는 인출 효과가 기본적으로 인출 연습과 최종 시험의 유사

성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출 연습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제시

한다(Carpenter, 2009).

2) 정교화 인출 가설

정교화 인출 가설(elaborative retrieval hypothesis)은 인출 연습을 하는

동안 더 정교한 기억 흔적이 형성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지연

기억 검사에서 더 나은 수행을 보일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많

은 연구들은 인출 연습 후에 교정적 피드백이나 학습자료에 대한 추가적

인 노출이 없이도, 인출 연습이 파지에 있어서 학습자료를 재학습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한다(Carpenter & DeLosh,

2005; Cull, 2000; Kuo & Hirshman, 1996; Roediger & Karpicke,

2006b).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인출 과정 자체가 파지에 상당한 이점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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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Roediger & Karpicke,

2006a). 재학습의 경우 학습자는 눈앞에 제공되는 정보를 읽는 과정을

거치지만, 인출 연습의 경우 학습자에게 눈앞에 제공되지 않는 표적 정

보를 기억 속에서 찾아 인출 하는 과정을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관련된

내용 기억이 활성화된다(Anderson & Bower, 1972). 인출 과정에서 활성

화된 정보는 다른 관련된 개념으로 확산되고 최종적으로 정확한 목표로

이끄는 여러 개의 경로를 가진 정교화된 의미망을 활성화시킨다

(Carpenter, 2009). 이러한 정교화된 구조를 생성하는 것은 목표 정보를

활성화시키는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므로 파지에 유용하다(Anderson,

1983). 또한 인출 연습을 하는 동안 정교화의 정도는 목표 정보에 접근

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더 커지며, 이것은 인출 시도에 더 어려움을 겪을

때 정보가 더 잘 기억된다는 사실을 설명해준다(Carpenter, 2009). 예를

들어, 정보제시와 인출 연습 사이의 간격이 짧은 경우보다 긴 경우에

(Carpenter & DeLosh, 2005; Karpicke & Roediger, 2007; Whitten &

Bjork, 1977), 인출 연습 조건이 간섭받는 경우에(Cuddy & Jacoby,

1982), 인출 연습이 재인보다는 회상을 요구하는 경우에 파지가 더 우세

하였다. Carpenter(2009)는 정교화 인출 가설이 인출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약한 단서 회상(예, 바구니:빵)과 강한 단서 회상

(예, 토스트:빵)의 조건으로 인출 연습을 실시한 결과, 강한 단서 회상 조

건은 즉시 수행에서는 더 좋은 결과를 보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약한

단서 회상 조건이 더 나은 파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이

결과의 이유를 강한 단서의 경우 목표 단어가 빠르고 쉽게 떠오르기 때

문에 약한 단서에 비해 정교화된 정보의 활성화를 일으키지 못했고 그

결과 파지에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정교화 인출 가설에 반하는 결과를 보고한 연구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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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picke와 Smith(2012)는 반복 인출 연습 효과가 정교화에 기인하는 것

인지 알아보기 위해 반복 인출 연습 조건과 정교화 학습 조건을 비교하

는 실험을 수행했다. 주어진 학습자료는 단어 쌍 목록으로 모든 조건의

피험자는 단어 쌍이 최초로 정확하게 회상될 때까지 동일하게 학습-회

상의 세션을 반복하게 된다. 단어 쌍이 최초로 정확하게 회상된 후에, 즉

단어 쌍이 학습되었다고 판단된 후에 인출 연습 조건은 2회의 인출 연습

을 반복하게 되고 정교화 학습 조건에서는 심상 기반 키워드 방법

(imagery-based keyword method) 또는 언어 정교화 방법(verbal

elaboration method)을 사용하여 정교화 학습을 실시한다. 정교화 인출

가설대로 인출 연습 효과가 인출 연습을 하는 동안 정교한 기억 흔적이

형성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면 반복 인출 연습 조건과 정교화 학습

조건은 비슷한 수준의 학습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1주일 후에 실시된

지연 기억 검사에서 반복 인출 연습 조건이 정교화 학습 조건보다 우수

한 파지를 보였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인출 연습 효과가 정교화가 아닌

다른 기제에 의해 나타나는 것임을 지지해준다.

3) 인출 노력 가설

Bjork(1994)가 제시한 바람직한 어려움에 따르면 도전적이고 노력을

요하는 정신 과정은 보통 기억과 지식의 적용을 증진시킨다(Agarwal,

2019에서 재인용). 인출 연습을 통해 “바람직한 어려움”에 노출되는 것은

정보를 기억하려는 노력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학습과 기억 지연을 향상

시킨다. Pyc과 Rawson(2009)은 인출 연습이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

하기 위해 “바람직한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예시화시킨 인출 노력 가설

(retrieval effort hypothesis)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정확한 인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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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하는 경우에 인출 시도가 어려울수록 지연 기억 검사에서의 수행이

더 향상될 수 있다.

Kang과 McDermott, Roediger(2007)는 선다형 문제를 이용해 인출 연

습을 한 집단보다 단답형 문제를 이용해 인출 연습을 한 집단의 지연 검

사 수행이 더 높았다고 보고했다. Kang과 그의 동료들은 선다형 질문과

비교했을 때 단답형 질문이 더 깊은 기억과정에 관여하도록 하고 더 큰

인출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최종 단답형 시험과 선다형 시험 모두에서

수행을 향상시켰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4) 중재자 이동 가설

Pyc과 Rawson(2012)이 제시한 중재자 이동 가설(mediator shift

hypothesis)은 정교화 인출 가설이나 인출 노력 가설과는 달리 인출 시

도가 재학습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특히 인출

이 실패한 경우에 부호화 과정에 집중한다. 중재자 이동 가설에 따르면,

학습자는 인출 연습 중에 인출의 성공과 실패 여부에 따라서 주어진 학

습 전략 중 더 효과적인 중재자의 사용으로 이동하게 된다. 인출 연습-

재학습 조건이 재학습만을 한 조건보다 기억에 더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학습자가 인출 연습-재학습 과정에서 표적 내용을 정확하게 회

상하지 못할 때 중재자를 모니터하고 더 효과적인 방향으로 수정하게 되

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반면에 재학습 과정만을 거친 학습자의 경우

인출실패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중재자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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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출 연습의 형식

인출 연습 효과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자유 회상, 단서 회상, 선다

형, 단답형, 재인 등 다양한 종류의 시험 형식을 인출 연습 방법으로 사

용한다. 자유 회상 시험에서는 보통 초기 학습 자료로 단어 목록을 주고

인출 연습 조건에서는 학습한 단어 목록을 전부 기억해내도록 요구한다.

반면에 단서 회상 시험에서는 초기 학습 자료로 단어 쌍을 주고 (예, 포

유류-곰) 인출 연습 조건에서는 단서를 제시하고 (예, 포유류 - ) 쌍

을 이루는 단어를 떠올리도록 한다. 선다형 시험에서는 인출 연습 조건

에서 먼저 단서(질문)가 제시되고 몇 가지 선택지 중에서 답을 고르도록

한다. 선다형과 단서 회상의 차이점은 단서 회상에서는 선택지가 없다는

것인데 이러한 차이는 학습자로 하여금 선다형보다 단서회상에서 더 많

은 인지적 노력을 하도록 요구한다. 단답형 시험은 또 다른 유형의 단서

회상 시험으로 볼 수 있는데 이때 단서는 질문이 되고 질문에 대한 답을

회상하는 형식으로 이루어 진다(예, 모로코의 수도는? ). 마지막으로

전형적인 재인 시험에서는 학습 단계에서 참가자에게 단어 목록이 제시

되고 인출 연습 조건에서 새로운 단어 목록을 주고 그 단어가 이전 목록

에 제시되어 있었는지 아닌지를 회상하게 한다(Carpenter & DeLosh,

2006; Jacoby, Wahlheim, & Coane, 2010; Karpicke & Zaromb, 2010).

인출 연습 효과 연구에서 시험 형식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인출 연습 단계에서의 시험 형식과

최종 시험 형식의 동일성이 중요한가이다. 이것은 전이적합처리 가설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학습 절차의 특성과 평가 절차의 특성이 유사할 때

높은 수행을 보인다는 원리이다(Bransford, Franks, Morris, & Stein,

1979). 두 번째는 최종 시험 형식과 관계없이 차후의 파지를 위한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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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출 연습 형식이 존재하는가이다. 이것과 관련하여 몇몇 연구들은

인지적으로 부담이 큰 인출 과제가 인출 연습의 효과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전반적으로 인출효과는 인출 시도의 어려

움과 깊이가 커질수록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주를 이룬다. Kang과

McDermott, Roediger(2007)의 연구에서 최종 시험 형식에 상관없이 단

답형 인출 연습을 한 학생이 선다형 인출 연습을 한 학생보다 높은 수행

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선행연구들과 맥락을 같이하며(Butler

& Roediger, 2007; McDaniel, Anderson, Derbish, & Morrisette, 2007),

인출 연습 과정에서 인지적 부담이 클수록 인출 연습 효과가 크다는 것

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는 파지에 있어서 전이적합처리의

원리보다 인지적 부담의 정도가 더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하지

만 Bjork(1994)가 제시한 ‘바람직한 어려움’은 인출이 지연기억의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학습 전략으로 기능하는 기제 중 하나로 설명되지만, 정

의가 분명하지 않고 학습자에 따라 바람직한 어려움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 특성에 따른 효과적인 인출 연습 형식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하다.

인출이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상황이 시험 상황이기 때문에 인출 연

습 방식으로 시험이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인출 연습으로의 시험은 비

단 교사에 의한 평가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플래시 카드나 자기시험

과 같이 학습자의 인출을 유도하는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Roediger & Bultler, 2011). 최근에는 말로 하게 하거나, 생각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반응 방식을 요구하는 연구도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반응 방

식에 관계없이 인출 연습 효과가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Putnam &

Roediger, 2013). 따라서 불안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시험 형식이 가지는

부정적 요소를 개입을 최소화하고 인출 연습이 학습 방법의 하나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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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학습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시

험 형식을 벗어난 다양한 인출연습 방식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라. 인출 연습과 텍스트 학습

초기의 인출연습 연구는 인출 연습의 효과성을 밝히는데 주력하고 그

효과를 파지 효과에 한정하였으며 실험에 쓰인 재료 또한 무의미 철자나

서로 관련이 없는 단어쌍을 사용하였다. 이는 실험통제에 유리한 형태이

지만 실제 학습 맥락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점을 가진다. 인출 연습

의 효과성을 밝히는 후기 연구들에서는 인출 연습의 파지 효과 뿐만 아

니라 조직화 및 전이효과에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으며 인출 연습

을 실제 학습 맥락에 적용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실험에 쓰이는

자료 또한 비디오나 멀티미디어와 같은 교육적 자료나 실제 교육과정에

등장하거나 교과과정과 유사한 수준의 텍스트와 같은 유의미한 학습재료

를 활용하고 있다. 최근 20년간 인출 연습의 효과를 다양한 교육적 텍스

트에 일반화시키기 위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수행되어왔다(Wissman,

Rawson & Pyc, 2011). 최근에는 자료의 특징을 조작하고 가능한 상호작

용을 검증하여 인출 기반 학습의 기제에 대해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이루

어지고 있다(Chan, 2009; de Jonge et al., 2015; Karpicke & Blunt,

2011). de Jonge와 동료들(2015)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블랙홀에 관한 구

조적인 텍스트 자료를 이용하여 인출연습 효과를 탐색하였다. 구조적 텍

스트의 학습에서는 인출 연습 집단과 반복 학습 집단 간의 지연 기억 점

수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블랙홀에 관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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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의 형태가 아닌 각각의 개별적 사실로 분리하여 학습한 결과 인출

연습 집단의 지연 기억 점수가 반복 학습 집단의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

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같은 정보를 학습함에 있어서도 텍스트의

형식으로 제시되는 경우와 단편적인 정보로 제시되는 경우는 인출 기반

연습에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Roelle과 Nückles(2019)는

높은 응집성과 정교성을 가진 텍스트로 학습하였을 때 학습자는 더 질

높은 정신적 표상을 형성할 수 있고 이 경우 인출연습이 효과를 발휘한

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텍스트 학습은 복잡한 인지과정을 거쳐 이루지

는 활동이기 때문에 실험을 통해 일반화 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다. 인출

연습 연구에서도 역시 텍스트 자료에 있어 인출 연습 효과에 대해 혼재

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Karpicke & Aue, 2015; Van Gog & Sweller,

2015). 실제 학습 맥락에서는 텍스트를 통한 학습이 여전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텍스트를 통한 학습 능력이 학업성취

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해볼 때 텍스트 학습에서 인출 연습

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텍스트 학습과 인출 연

습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관계의 분석이 필요하다.

마. 인출 연습의 개인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피드백(Butler & Roediger, 2008), 인출 난이도

(Butler & Roediger, 2007; Foos & Fisher, 1988; Glover, 1989), 재학습

(Karpicke, 2012)등과 같이 인출 효과를 강화하는 변인에 대해서는 활발

한 연구가 진행되어 온 것에 비해, 인출 연습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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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특성 변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Brewer &

Unsworth, 2012; Karpicke, 2017). 지금까지 인출 연습 연구에 주로 고려

되어온 학습자 특성은 연령, 작업기억 용량, 불안 수준, 학업성취도, 읽기

이해력 등이다.

인출 연습에서 가장 많이 고려된 학습자 특성은 연령으로 다양한 연령

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왔는데 그 범위는 미취학 연령 또는 초등학

생부터(Bouwmeester & Verkoeijen, 2011; Fritz, Morris, Nolan, &

Singleton, 2007) 고령의 성인까지(Bishara & Jacoby, 2008; Tse, Balota,

& Roediger 2010) 다양하다. Adesope과 그의 동료들(2017)은 메타 분석

결과 초등학교 수준이나 중등학교 이상의 수준보다 중등학교 수준에서

효과크기 0.83으로 인출 효과가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또

한 모든 교육 수준에 걸쳐 인출 연습이 강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

하고, 인출 연습이 다양한 교육 상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Tse와 Pu(2012)는 작업기억 용량과 개인의 특질 불안 수준이 인출 연

습 효과를 조절하는 개인차 변인이라고 보고하였다. 대학생들은 반복 재

학습 조건과 반복 인출 연습 조건으로 나뉘어 스와힐리어-영어 단어 쌍

을 학습하였고 일주일 후에 단서 회상 지연 검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

과, 낮은 작업 기억 용량과 높은 특질 불안을 지닌 학습자는 인출 연습

을 사용하여 학습할 경우 단어 쌍 학습에서 더 많은 간섭을 경험하고,

특질 불안과 인출 연습 효과는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구자들은 이것을 작업기억 용량과 관련해 설명하는데, 특질 불안을 가진

학습자의 경우 시험 상황에 놓이게 되면 제한된 작업 기억 용량의 많은

부분을 시험에 대한 불안과 걱정에 주의를 기울이는데 할당하게 되고 이

로 인해 시험에 필요한 정보를 인출 하는데 할당할 작업 기억 용량이 상

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어 낮은 수행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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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기억 용량을 가진 학습자의 경우에는 특질 불안과 인출 연습 효과

에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인출 연습의 효과가 유효한 것으로 나

타났다.

학습자의 특성에 따른 인출연습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학업 성취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잦은 인출 실패 과정에서 좌절감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은

학습 동기와, 학습 태도, 학습 기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

구 결과 또한 의미가 있다(Seligman, 1975; 최효식, 2013에서 재인용). 최

효식(2013)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 수준에 따라 선다형 시험

방식이 학습자의 지연 기억, 지각된 유능감, 내재적 동기,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실험 결과, 2회 시도 방식은 단일 시도 방식에 비해

학습자의 지각된 유능감, 내재적 동기,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반적으로 학업성취 수준이 높은 학습자에게서는

선다형 시험 방식의 효과 차이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은 반면, 학업 성취

수준이 낮은 학습자에게서는 단일시도 방식보다 2회시도 방식의 효과성

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지각된 유능감, 내재적 동기, 정

서에서 학업성취 수준과 선다형 시험 방식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

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한다. 김보영(2016)은 초등학생을 대상으

로 인출 연습을 통한 학습이 성취 수준이 낮은 학습자에게도 효과적인지

검증하기 위해 기존의 유의미한 부호화 학습 전략인 도해조직자와 인출

연습의 효과성을 비교한 결과, 성취수준이 낮은 학습자는 즉시검사와 지

연검사에서 모두 인출연습보다 부호화 학습을 하였을 때 더 높은 학업

수행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읽기 이해력을 학습자 변인으로 고려하여 텍스트 학습에서 인출연습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도 보고되고 있다. Kern(2014)은 배경지식

(background knowledge), 메타인지(metacognition), 언어이해력(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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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ehension)을 인출연습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인지적 특성으

로 보고 이러한 개인 변인들이 인출 연습 효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연

구하였다. 실험 참가자가 총 두 개의 학습자료를 각각 반복 학습과 인출

연습을 통해 학습하는 피험자내 설계로 진행되었으며, 학습을 마친 직후

와 일주일 후에 즉시 검사와 지연 검사를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언어

이해력이 즉시 검사와 지연 검사에서 모두 인출 연습을 통한 학습 수행

을 가장 효과적으로 예측하는 변인으로 보고하였다. 연구자는 상대적으

로 언어 이해력이 낮은 학습자는 언어 이해력이 높은 학습자에 비해 동

일한 학습 시간에 정확하게 부호화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적기 때문에

인출의 학습 효과가 적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김지나(2019)는 초등

학생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텍스트 학습에서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효

과적인 학습전략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읽기 이해력에 따라 부호화학

습과 인출연습이 지연기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

험 결과, 읽기 이해력이 높은 집단은 인출 연습을 실시한 조건에서, 읽기

이해력이 낮은 집단은 부호화 학습을 실시한 조건에서 더 높은 지연 기

억 점수를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볼 때, 텍스

트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의 인지적 특성은 텍스트 학습에 있어

인출 연습 효과를 검증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

2. 인지양식(cognitive styles)

가. 개념적 이해

1900년대 초반부터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정보를 어떻게 지각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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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인지양식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영남, 2013). Allport(1937)

는 인간의 삶에 있어 적응의 문제를 설명하고자 삶의 양식(styles of

life)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양식은 가장 복잡하고 가장 완

전한 형태의 표현적 행동을 나타낸다고 언급하며, 인지양식을 개인이 문

제를 해결하고, 생각하고, 인지하고, 기억하는 전형적이거나 습관적인 방

식으로 서술하였다. 양식 이론은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다. 1970년대에 인지양식에 대한 더 보편적

인 용어 혹은 인지양식을 대체하는 용어로써 ‘학습양식’이라는 용어가 등

장하게 되었으며, 이후 양식 이론은 크게 인지양식과 학습양식이라는 다

른 명칭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인지양식과 학습양식은 학자에 따라

서로 교체가능한 동의어로, 혹은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한 개

념이 다른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Riding & Cheema,

1991). 인지양식은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면서

다양한 기원으로부터 생겨났고, 학자들은 교육, 심리, 경영 등의 넓은 분

야 속에서 그 정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Zhang, Sternberg, &

Rayner, 2012). 인지양식의 개념을 통합하고자 하는 여러 시도들이 있어

왔지만(예, Curry, 1983; Grigorenko & Sternberg, 1995; Miller, 1987;

Ridng and Cheema, 1991; Sadler-Smith, 2009; Zhang & Sternberg,

2005), 여전히 공통된 언어나 공통된 개념적 틀의 부재속에서 많은 수의

양식 명칭이 생겨났으며 그에 상응하는 많은 수의 양식 척도가 개발되었

다. Hayes and Allinson(1994)는 다양한 인지 양식 중 가장 자주 인용되

는 인지 양식 차원을 확인하고 이들을 유목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룬 그의 리뷰 논문에서 22개의 다른 차원의 인지양식이 존재한다고 보

고하였으며, Evans and Waring(2009)은 71개가 넘는 양식이론과 놀라운



24

수의 양식 척도가 존재한다고 언급하였다. 인지양식 분야가 통일된 역사

와 응집성있는 철학적,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이 분야의

발전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양

식 분야는 지난 60년동안 많은 성장을 이루어왔다(Sternberg, Zhang, &

Rayner, 2011).

인지 양식은 세 가지 주된 방식으로 보여져 왔는데, 그 세 가지는구조

로서의 인지 양식, 과정으로서의 인지 양식, 또는 둘다로서의 인지양식이

다. 인지 양식을 구조로 본다면 초점은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른 안정

성에 두어져야한다. 교육 상황에서 양식은 주어진 것이다. 환경에서 일단

양식이 확인되면, 교육 자료는 개인의 인지 양식에 맞도록 조정되고 일

치되어야 한다. 하지만, 인지 양식을 과정으로 본다면, 초점은 그것을 어

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두어진다. 교사는 그 변화를 촉진시킬 수도 있다.

양식은 개인의 약점을 보완하거나 강화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양식은

역동적이며 영원히 굳어있는 것이 아니다. 인지 양식을 과정과 구조 둘

다로 보는 관점에서 양식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형태가 없는 액체처

럼 변화적이지는 않지만 동시에 언제나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양식 구조는 새로운 사건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

면서 끊임없이 수정된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인지양식이 전통적인 그리고 비전통적인 학습 환경

에서 학습자의 학업 성취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지지하

는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Fan & He, 2012)(e.g., Davidson, Savenye,

& Orr, 1992; Fan, Zhang, & Watkins, 2010; Saracho, 1984; Zhang &

Sternberg, 2005). 인지양식 연구의 주된 흐름은 학습자와 교수자의 양식

이 학습자의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상관이나 회귀분석과 같은 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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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통계 절차를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다(Fan & He,

2012). Meng과 Patty(1991)의 연구에서 통합적 학습자는 예시가 되는 선

행조직자를 함께 제공할 때 가장 높은 수행을 보였으나 분석적 학습자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Jonassen과 Wang(1992)은 하이퍼텍

스트 학습 환경에서 링크들 간의 의미론적 구조의 제시 여부와 학습자들

의 인지양식에 대한 연구에서 인지양식에 따라 더 높은 수행을 촉진하는

하이퍼텍스트 학습 환경이 다름을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 장독립형 학

습자들은 하이퍼링크의 구조가 제시되지 않고 스스로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학습 환경에서 더 높은 수행을 보였지만, 하이퍼링트의 구조가 직

접 제시된 학습 환경에서는 더 낮은 수행을 보였다. 연구자들은 이것이

외부로부터 제시되는 구조적 정보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보다 스스로 정

보를 구조화하는 것을 선호하는 장독립형 학습자들의 특징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Zheng과 Flygare, Dahl(2009)는 잘 구조화된 학습과 잘 구

조화되지 않은 학습에서 학습자의 수행에 인지양식이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통합적 학습자는 학습 목표와 의도된 결

과를 명시한 잘 구조화된 과업을 수행할 때 분석적 학습자보다 더 우수

한 수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자의 양식과 일치하는 전

략을 제시했을때보다 학습자의 인지적 능력에 집중하는 것이 더욱 효과

적이라고 보고하였다. Huang, Hwang, & Chen(2016)은 웹기반 학습에서

학습자의 인지양식과 학습 환경이 일치/불일치가 학습자의 학습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실험 결과, 통합적 학습자는 자신의 인

지양식과 일치되는 지도 버전의 학습 환경을 부여받았을 때, 순차적 학

습자는 인덱스 버전의 학습 환경을 부여받았을 때, 학습 수행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도록 한다고 보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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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양식과 관련하여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는 논쟁의 주제들 중 하나

는 인지양식의 가치에 대한 것이다. 일부 인지 양식은 다른 것들보다 본

질적으로 더 나은 것인가? 일부 양식은 다른 양식에 비해 더 개발되어질

가치가 있는가? 다양한 인지양식의 분류들이 가치중립적인 것

(value-free)인가 가치를 포함한 것(value-laden)인가에 대해 여러 학자

들은 다양한 견해를 가진다. Kogan(1973)은 양식이 가지는 가치적 함의

와 능력으로부터의 기능적 거리와 관련하여 양식을 세 개의 영역으로 구

분하였다. 유형 I은 능력과 가장 유사하며 이러한 유형은 반응의 정확성

을 반영하여 최고의 수행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평가된다. 이 유형이 양

식은 반응의 정확성을 요구하며 일관되게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유형 II

는 측정에 있어 반응의 정확성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수행에 있어 다른

유형에 비해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유형 III은 수행의 정확성과 가치 판

단으로부터 거리가 먼 양식들이다. Kogan과 Saarn(1990)은 이러한 유형

의 양식을 가치로부터 자유로운(value-free), 선호-지향형의 인지 양식이

라고 언급하였다. Pask(1976)는 학습자가 과제를 처리할 때, 어떤 학습양

식을 사용하든 간에 완전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양식을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보았다.

Sternberg(1997)는 15가지 양식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

부는 양식을 교육적 맥락에 적용하고자 할 때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첫째, 양식은 능력 그 자체가 아니라 능력을 사용하는데 있어 개인

적인 선호 경향성이다. 양식은 능력과는 다른 개념이며 개인의 양식과

능력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

다. 둘째, 양식은 불변하는 특성이 아닌 상황과 과제에 따라 변화한다.

하나의 영역 또는 과제에서 사용하는 양식이 다른 영역 또는 과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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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지 않을 수 있고 그러한 변화는 개인의 목표나 흥미 등 다양한 요

소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는 학습 상황에 따라 여

러 가지의 학습양식으로 학습을 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학습양식을 가지

고 학습자의 모든 학습에 대해 적용하기는 어렵다. 셋째, 개인의 양식에

대한 선호는 강도에 있어 차이가 있다. 같은 통합적 양식을 가진 학습자

일지라도 선호의 강도가 다를 수 있고, 그 선호 경향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다를 수 있다. 넷째, 양식은 측정가능하다. 하지만

Sternberg는 양식검사를 포함한 어떤 검사도 완벽한 검사는 없다고 언급

한다. 과거 수십 년간 시행되며 발전되어온 지능검사와는 달리 학습양식

검사는 그 역사가 짧고 통합된 이론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개

선되어야 할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고 해석에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나. 대표적 유형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학자들이 인지양식의 유형을 분류하여 제시해

왔다. 여러 유형의 인지양식 중 교육과 관련하여 주목을 받아온 것은

Witkin의 장독립성과 장의존성 유형과 Kagan의 충동적 인지양식과 반

성적 인지양식 유형이다.

1) 장독립성과 장의존성

장독립성과 장의존성은 개인이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 맥락

(context)을 어느 정도 사용하는가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된 개념이다. 개

인은 어떤 사물을 지각할 때 그 사물의 배경이 되는 주변 장(field)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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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받게 되는데, 이 때 주변 장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변 장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사람이 있다.

Witkin(1967)은 이러한 성향을 일컫어 전자를 장독립성, 후자를 장의존

성이라고 제시하였으며 둘 간의 대조되는 차이에 주목하였다. 장독립성

은 사물을 지각할 때 장의 영향을 적게 받아 전체를 부분으로 분절화하

여 경험하려는 반응 경향성이며, 이러한 인지양식은 전체를 부분으로 분

리시켜 잘 지각하고 그 구성요소에 따라 형태를 분석하여 분석적이고 구

조적으로 지각한다. 반면, 장의존성은 전체적인 장 속에서 경험하려는 반

응 경향성으로 전체로 형태를 지각하여 상황의 한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

거나 형태를 부분으로 분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장독립성과

장의존성은 인지양식 중에 가장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왔고 다양한 교육

장면에 적용되어왔다(Witkin, Moore, Goodenough & Cox, 1977). 학자들

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장독립성과 장의존성의 학습자의 특성을 보고해

왔다. Jonassen과 Grabowski(1993)은 장의존성을 가진 학습자들의 경우

전체적으로 지각하고 구조화된 정보를 잘 받아들이고 대인관계 지향적이

며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반면 장독립성을 가

진 학습자들의 경우 분석적으로 사고하고 구조를 잘 만들어내며 개인지

향적이고 외적 스트레스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Davis(1991)

는 장독립적 학습자의 경우 새로운 개념이나 자료에 높은 흥미를 보이며

구조화되지 않은 자료를 자신의 기준에 의해 자기 나름대로 구조화하는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 반면, 장의존형 학습자의 경우 자신의 경험과 관

련된 자료에 잘 열중하고, 비구조화된 자료를 학습하는데 어려움을 겪으

므로 구조화된 자료를 제시받기를 원하는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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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동적 인지양식과 반성적 인지양식

Kagan(1966)은 충동적-반성적 차원을 불확실성이 높은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해결 가설의 타당성을 고려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불확

실성이 높은 문제 상황에서 가능성있는 다양한 해결 방안에 대해 생각하

는 경향이 있고 하나의 해결 방안을 충동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의 성향에 따라 하나의 해결 가설을 선택하

는 과정은 반응 시간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에 따라 반응의 정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충동적-반성적 차원을 결정하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검사는 같은 그림 찾기 검사인데 이 검사에서는 반응속도와 반

응의 정확성 두 가지를 측정하여 인지양식을 분류한다.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아동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대체로 반성적이되어가는 경향이 있

으며, 학령기의 경우 반성적 인지양식의 학습자가 충동적 인지양식의 학

습자에 비해 읽기와 같은 학교 과제에서 높은 성취를 보인다고 보고한다

(Smith & Caplan, 1988).

다. 통합적 모델

인지양식 학자들은 꾸준하게 당시에 존재하는 양식의 명칭을 개념적으

로 통합하려는 시도를 해왔고, 1983년부터 2009년 사이에 인지양식에 대

한 6개의 통합모델이 등장하였다.



30

1) Curry의 양파 모델

Curry(1983)은 모든 인지양식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학습 행동은 기본적으로 중심의 성격 차원에 의해 통제되고,

중간층인 정보 처리 차원을 통해 해석되며, 다른 층에서 만나게 되는 환

경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마지막으로 변형된다고 하였다. 가장 바

깥에 있는 층이면서 동시에 가장 관찰하기 용이한 양식인 교수적 선호

(instructional preference)는 학습을 위한 환경에 대한 개인의 선택을 말

한다. 이 층은 학습자의 환경, 학습자 기대, 교사의 기대, 그리고 다른 외

부적 특징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덜 안정적이며 가장

쉽게 영향을 받는 수준이다. 교수적 선호에 해당하는 척도로는 ‘Learning

Preference Inventory’(Rezler & Rezmovic, 1981), Grasha Reichmann

Students Learning Styles Scales(Reichmann & Grasha, 1974)를 들 수

있다. 두 번째 층인 정보처리양식(information processing style)은 정보

를 이해하기 위한 개인의 지적 접근이며, 교수적 선호보다 더 안정적이

지만 여전히 학습 전략에 의해 수정가능하다. Learning Style

Inventory(Kolb, 1976), Cognitive Preference Inventory(Tamir & Cohen,

1980), Inventory of Learning Processes(Schmeck, Ribich & Ramanaiah,

1977)등의 척도를 예로 들 수 있으며, 기초적인 성격 수준의 개인적 차

이와 환경적으로 제공되는 학습 형식의 선택 사이의 교차점에 적용될 수

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안쪽의 층은 인지적 성격 양식이다. 이것은 정보

를 조정하고 이해하기위한 개인의 접근으로 정의되며, 환경과 직접적으

로 상호작용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표현되어 개인의 행동이 많은 학

습 상황을 통해 관찰될 때에만 명백해진다. 개인의 기저를 형성하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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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영구적인 성격 차원이다. 인지적 성격 양식의 예로는

Enbedded Figures Test(Witkin, 1962), Myers-Briggs Type

Indicator(Myers, 1962), Matching Familiar Figures Test(Kagan, 1965)

가 있다.

2) Miller의 인지 과정과 양식 모델

Miller(1987)는 인지양식을 인지 과정의 세 가지 기본 유형인 인지, 기

억, 사고를 설명하는 정보 처리 모델의 다양한 하위 구성요소 중 개인차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Miller는 모든 인지양식은 분석적-통합적이

라는 넓은 양식 차원에 종속된다고 주장하였으며, 인지양식은 인지 과정

에 있어서 일관성있는 개인차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이 모델은 여러 통

합 모델 중에서도 인지 과정과 양식의 개념간에 연결을 만드는데 큰 노

력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후 연구에서 그의 원래 모

델에 인지적, 정의적, 능동적 차원의 성격 유형 분류 체계를 통합시켜 인

지 지향적 양식을 넘어서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그의 새로운 모

델에 대한 예비의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3) Riding과 Cheema의 인지양식 모델

Riding과 Cheema(1991)는 30개가 넘는 양식의 명칭들을 대상으로 그

것들에 대한 서술, 상관, 측정 방법,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

들을 통합적(wholist)-분석적(analytic)과 언어적(verbal)-심상적

(imagery)이라는 두 가지 주된 인지 양식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통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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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적 차원은 개인이 정보를 전체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는지 부분

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나타낸다. 언어적-심상적 차원은 개인

이 정보를 나타낼 때 언어로 생각하는 경향성을 가지는지 심상의 관점에

서 표현하는 경향성을 가지는지를 나타낸다. Riding과 Cheema의 모델은

인지양식을 인지 신경 과학의 영역과 연관시키려는 시도를 하였다. 또한

그들은 서로 강하게 연관되어있는 양식들은 동일한 양식의 영역에 포함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Zhang과 Sternberg의 지적 양식의 삼중 모델

Zhang과 Sternberg(2005)는 10개의 개인 양식 모델을 검토하여 지적

양식의 삼중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이전까지 제안되어온 모든 양식

구인들을 포괄하는 총칭으로 “지적 양식(intellectual styles)”이라는 용어

를 사용하였다. 삼중 모델은 존재하는 모든 양식 구인들을 유형 I, 유형

II, 유형 III의 세 가지 중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한다. 이 모델의 분류체

계는 다섯 개의 선호 차원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지적 양식에 대한 쉬

운 이해를 돕는다고 주장한다. 다섯 개의 선호 차원은 높은 정도의 구조

와 낮은 정도의 구조에 대한 선호, 인지적 단순성과 인지적 복잡성에 대

한 선호, 순응과 비순응에 대한 선호, 권위와 자율성에 대한 선호, 집단

업무와 개인 업무에 대한 선호이다. 다른 통합적 인지양식 모델들은 하

나의 인지양식 모델을 여러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하는 반면 삼중 모델은

하나의 인지양식 모델이 포함하는 여러 가지 양식 유형을 따로 분리하여

분류한다. 예를 들면, Witkin의 인지양식 모델은 장독립형과 장의존형의

두 가지 양식 유형을 가지는데 다른 통합적 모델들은 Witkin의 인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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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모델을 한 가지 범주로 분류하는 반면 삼중모델은 장의존형은 유형 I

로, 장독립형은 유형 II로 분류한다. 삼중 모델의 유형 I 양식은 창의성-

생산적 경향을 가지고 상위 수준의 인지적 복잡성을 나타내며, 유형 II

양식은 표준-선호적 경향을 가지고 낮은 수준의 인지적 복잡성을 나타

낸다. 유형 III 양식은 처리하는 특정한 과제의 양식적 요구에 따라 유형

I 또는 유형 II의 특징을 보인다. 유형 I 양식은 다른 유형보다 더 적응

적인 가치를 지니는 경향이 있는데 이 유형이 바람직한 인간의 자질과

강하게 관련되어 있고 거의 모든 훈련 프로그램들이 유형 I 양식을 개발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형 II 양식은 덜 적응적인 가

치를 지니는 경향이 있는데 이 유형이 바람직하지 않은 자질들과 강한

연관성을 가지고 거의 모든 훈련 프로그램들이 유형 II 양식의 사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형 III은 특정한 상황이 요구

하는 양식에 따라 더 적응적인 가치를 보여주기도 하고 덜 적응인 가치

를 보여주기도 한다.

5) Sadler-Smith의 인지양식의 이중 모델

Sadler-Smith(2009)는 이중 처리 이론과 인지적-경험적 자기이론을 근

거로 개인이 의사 결정과 문제 해결을 하는 동안 더 선호하는 두 가지

기본적인 정보 처리 유형인 직관적 유형과 분석적 유형을 제안했다. 직

관적 유형은 정서 중심적이고 상대적으로 실행이 빠르고 형성은 느린 특

징을 가진다. 이 유형은 인지적인 부담이 적고, 심상적 기반을 가지며,

의식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분석적 유형은 정서로부터 자유롭고 상대

적으로 느린 실행과 빠른 형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 유형은 인지적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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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이 크고, 상징적 기반을 가지며, 의식적으로 사용된다. 이중 모델은 정

보처리 이론을 근거로 함으로써 인지양식과 인지 심리학을 연결하였다.

Sadler-Smith는 과업을 수행할 때 개인이 선호하는 양식은 과업에 대한

노출의 결과 발달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전문화된 수준에서 두 양식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선호를 나타내지만 좀 더 유연한 수준에서는 변동

가능한 양식이 형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 변동가능한 양식은 처리하려는

과업이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직관적 양식과 분석적 양식을 바꿔가며 사

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텍스트 학습

가. 텍스트 학습

윤운성과 가경신(1998)은 여러 연구들의 종합하여 텍스트 이해에 영향

을 주는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텍스트 자

체의 요인으로 글의 종류와 구조, 난이도와 같은 텍스트 요인이고, 두 번

째 요인은 학교나 가정의 심리적 물리적 환경 등의 상황 요인이며, 세

번째 요인은 학습자의 지능, 언어 적성, 초인지 등의 학습자 요인이다.

또한, 텍스트 이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서로 상호작용

을 하며 특별히 한 요인이 텍스트 이해 향상에 단서를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Kintsch(1998)는 텍스트 기반학습에서 텍스트 표상이 여러 수준에서

만들어진다고 가정하고 이를 표면구조, 텍스트 기저(textbase),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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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모형의 세 수준으로 제안하고 있다. 표면구조는 실제 텍스트에 사용

된 단어, 구, 문장의 언어적 관계로 이루어진 표상으로 이러한 단어와 어

순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포함하며 학습자의 마음속에 아주 짧은 시

간 동안 머무른 후 곧 텍스트 기저로 변환된다. 텍스트 기저는 텍스트

의미에 관한 표상으로, 텍스트에 의해 실제로 표현되는 바를 나타낸다.

명제 수준의 표상으로 이루어진 텍스트 기저는 다시 미시구조와 거시구

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미시구조는 명제가 서로 관련을 맺고 있는

관계망으로, 장기기억 정보에 의해서 보완되고 통합되며 각 문장의 정보

에 대한 국소적 표상구조를 나타내고, 거시구조는 텍스트에 대한 총체적

구조로, 미시구조로부터 도출된 거시명제가 위계적으로 조직된 것이다.

상황모형은 텍스트에 서술된 상황이 제시된 텍스트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배경지식과 경험에 근거하여 상황을 구성하여 서술하고 표상하는 것을

말한다(조명한 외, 2003).

박기순(2014)은 텍스트 기반학습에 있어서 텍스트 학습과 텍스트 기억

을 구분하고 있다. 텍스트 기억은 텍스트를 축자적으로 풀어주거나 또는

그것을 요약함으로써 재생하는 능력으로 텍스트에 대한 표면적 이해에만

토대를 두고서 얻어질 수 있다. 반면 텍스트 학습은 ‘텍스트로부터 얻어

진 정보를 새로운 환경에서 생산적으로 이용하는 능력’으로 텍스트의 정

보가 독자의 배경지식과 통합되어야 하며, 나아가 그것의 일부가 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단순한 텍스트 기억은 텍스트에 제시된 정보가 활성화되

지 않은 지식으로 남아 인출단서가 주어지면 재생할 수 있지만 독자의

지식기반에 대한 활성화된 구성부문은 아닌 반면, 텍스트 학습은 텍스트

의 정보가 독자의 지식기반에 통합되어 새로운 상황에서 이해 및 문제해

결을 뒷받침할 수 있다(Kintsch,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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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tsch(1994)는 텍스트를 기억하는 것을 돕는 것이 반드시 학습을 돕

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Mannes와 Kintsch(1987)의 선행조직자

패러다임 연구에서 목표 텍스트를 학습하기 전에 학습자들에게 내용은

동일하지만 서로 다른 순서로 조직된 목표 텍스트와 관련된 배경지식 정

보를 제공하였다. 한 가지 유형은 목표 텍스트에 제시될 정보의 순서와

동일한 순서로 배경지식정보를 조직하였고, 다른 한가지 유형은 목표 텍

스트와는 전혀 무관한 백과사전에 제시된 순서 그대로 조직하여 제시되

었다. 목표 텍스트와 같은 순서로 조직된 배경지식정보를 제공받은 집단

은 목표 텍스트와 무관한 순서로 조직된 배경지식 정보를 제공받은 집단

보다 목표 텍스트를 더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며, 이것은 자유회상과 문장

확인검사 모두에서 확인되었다. 하지만, 추론과 문제해결 과제에서는 정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는데 즉, 목표 텍스트와 무관한 순서로 조직된 배

경지식 정보를 제공받은 집단이 더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연구자는 이

것이 텍스트를 기억하는 것과 그것으로부터 학습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

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였다. 학습자가 동일한 순서로 목표

텍스트를 읽을 때, 그 텍스트의 거시구조(macrostructure)가 그들이 이미

배경지식정보를 통해 형성한 구조와 잘 들어맞기 때문에 목표 텍스트는

쉽게 이해되고 그 결과 잘 조직된 텍스트 기저를 형성하게 된다. 동시에

모든 정보가 선행 지식에 너무 잘 들어맞기 때문에 복잡한 상황 모델을

정교화하기 위한 촉진이 거의 일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 결

과, 텍스트 기저에 근거하는 텍스트 기억은 매우 좋을 수 있으나, 상황모

델에 근거하는 추론이나 문제해결은 좋지 않을 수 있다. 반면에, 배경지

식 정보와 목표 텍스트 조직의 불일치는 학습자가 단순히 배경지식 정보

에 의존하여 목표 텍스트를 조직할 수 없고 새로운 거시구조를 형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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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한다. 이미 형성된 텍스트 구조로부터의 추론과 제공받은 배경지식

정보, 목표 텍스트 사이에서 오는 혼란이 야기될 수 있고 이것은 회상을

방해하여 더 많은 침범 오류가 발생할 것이다. 동시에 목표 텍스트에 대

한 정신적 표상은 배경지식 정보의 다른 부분들과 더욱 풍부한 상호 연

결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가 이 정보를 추론이나 문제해

결을 위해 생산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가능성

이 더욱 용이해지고 더 나은 수행을 보일 수 있다.

나. 텍스트 이해력

아동은 나이가 들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일정한 발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읽기 능력 역시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발달하게 된다.

Chall(1996)은 읽기 능력의 발달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총 6개의 단계를

제시한다. 1단계는 문해 출현 단계(emergent literacy stage)로 아동이 처

음으로 인쇄물에 대한 개념과 음운에 대한 인식을 시작하는 단계이다. 2

단계는 관습적 문해의 초기 단계(initial stage of conventional literacy)

로 아동은 반복적인 읽기를 통해 소리와 상징을 대응할 수 있게 된다. 3

단계는 유창성 및 읽기 능력 확립의 단계(fluency and cofirmation

stage)로 아동이 자동적으로 인쇄물을 읽고 문맥으로 의미를 구성할 수

있게 되며, 4단계에 들어서면 읽는 것을 통해 학습이 가능(reading for

learning new)해 진다. 5단계의 아동은 다양한 관점에서 읽은 내용을 평

가(reading with multiple view points)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마지막 6단

계에서는 글의 구성을 종합하여 자신의 관점을 재구성(construction and

reconstruction)할 수 있게 된다. 초기 학습자들은 ‘읽기를 위한 학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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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시되는 반면, 학령이 높아질수록 ‘학습을 위한 읽기’를 통해 새로운 정

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중시된다. 또한, 교육과정의 거의 모든 영역

들이 읽기 이해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읽기 이해에 어려움을 가지는 학

습자는 언어영역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교과에서도 학습에 어려움을 보

일 가능성이 크다(김경선, 김동일, 2013).

읽기 이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전 지식, 작업 기억,

추론 능력, 읽기 전략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김경선, 김동일, 2013), 읽기

이해에 관한 많은 선행 연구들은 읽기 이해를 설명하는 주요 변인으로

사전 지식과 작업 기억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사전 지식이 충분한 학습

자들 중에서도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텍스트 수준의 이해에서 어려움

을 나타내기도 하며(Gernsbacher, 1993), 작업기억의 용량을 측정하는 읽

기 폭검사 역시 텍스트를 읽을 때 발생하는 문장들 사이의 복잡한 처리

보다는 단순한 기억에 비중을 두고 있어서 학업 상황에서 읽기 이해의

결과를 예측하는데 부족함이 있다(신종호, 권희경, 2004). Hannon와

Daneman(2001)은 작업기억, 정보처리속도 등의 인지능력 보다는 읽기

이해 능력을 구성하는 실질적인 하위 인지 요인들이 읽기 이해 결과를

더 잘 설명한다고 주장하였다.

Mearcer(1992)는 읽기가 단어인식과 읽기 이해의 두 가지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며, 읽기 이해를 다시 단어 이해, 사실적 이해, 추론

적 이해, 평가적 이해, 감상적 이해로 나누었다. 읽기 이해를 사실적, 추

론적, 평가적 이해로 볼 때, 사실적 이해는 텍스트에 제시된 구체적 정보

를 확인하고, 주제를 파악하여 요약하는 단계에 이르는 의식적인 정신과

정을 포함하며(박수자, 2009), 이는 대부분의 현행 교육과정에서 제시하

는 읽기 지도 영역에 해당한다. 추론적 이해에 대하여는 그 범위와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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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자마다 다양하며, 실제로 읽기 과정에서 사실적, 추론적 이해 과

정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동시에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이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김희주,

2018). 읽기 지도에서 보는 추론은 텍스트를 읽는 독자의 사고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독자의 수준이나 학습면에서 교육적 접근이 가능

하다고 볼 수 있다(박수자, 2009). 읽기 이해에서 추론은 텍스트에 제시

되어 있는 정보를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사실적 이해 수준을 넘어서 제

시되지 않은 정보들을 도출하거나 그 의미를 정교화하고, 글쓴이가 의도

한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한다(Klingner, Vaughn, &

Boardman, 2015).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학령이 올라가면서 학습자들은

텍스트를 이해함으로써 새로운 개념을 학습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거치므

로 텍스트 학습을 함에 있어 단순한 사실적 이해를 넘어서 추론적 이해

가 필수적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Mayer(1984)는 텍스트 기반 학습에서 학습 결과를 파지과 전이로 나

누고 그 수행 수준에 따라 학습자를 비학습자(Non-Learner), 비이해 학

습자(Non-Understander), 이해 학습자(Understander)로 구분하였다. 비

학습자는 텍스트의 정보를 기억하지 못하고 따라서 전이도 일어나지 않

는 학습자이고, 비이해 학습자는 텍스트의 정보는 기억하지만 그 정보를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학습자이다. 이해

학습자는 텍스트의 정보를 기억하고 그 정보를 새로운 상황과 문제에 적

용할 수 있는 학습자이다. 따라서 텍스트 기반 학습의 목적은 학습자가

텍스트에 제시된 정보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텍스트 이해를 돕는 전략은 크게

텍스트 기반 도움과 학습자 기반 도움으로 나눌 수 있다. 텍스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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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에는 제목 추가하기, 선행 조직자 제공하기, 핵심 개념에 밑줄 치기

등이 있으며, 학습자 기반 도움에는 노트필기, 정교화,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기가 있다. Mayer(1984)는 텍스트 기반 학습을 하는 동안 학습자

내부에서 정보처리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선택, 조직, 통합의 세 과정

이 텍스트 이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텍스트 기반

학습에서 유의미한 학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선택, 조직, 통합의 과정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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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인출연습 효과와 관련된 선행연구들과 텍스트 학습 맥

락에서 인지양식의 영향을 검증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텍스트 학

습 맥락에서 인지양식에 따라 효과적인 인출유도방식이 다를 것이며, 이

러한 영향은 텍스트 이해력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인지양식(통합적, 분석적)과 인출유도방식(인출유도 없음, 구

조화된 인출유도, 비구조화된 인출유도)에 따라 텍스트 정

보의 파지 점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1-1. 통합적 인지양식 학습자들의 텍스트 정보의 파지 점수

는 구조화된 인출유도 집단이 인출유도 없음 집단과

비구조화된 인출유도 집단보다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1-2. 분석적 인지양식 학습자들의 텍스트 정보의 파지 점수

는 비구조화된 인출유도 집단이 인출유도 없음 집단과

구조화된 인출유도 집단보다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2. 인지양식(통합적, 분석적)과 인출유도방식(인출유도 없음, 구

조화된 인출유도, 비구조화된 인출유도)이 텍스트 정보의

파지 점수에 미치는 영향이 텍스트 이해력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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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2-1. 텍스트 이해력이 낮을수록 인지양식과 인출유도방식이

텍스트 정보의 파지 점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이

다.



43

IV.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소재의 일반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

학교 2학년 296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중학교 2학년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특정한 학습전략을 사용하여 텍스트를 학습

하고 그 내용을 기억하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읽기를 통한

학습이 가능해야 한다. Chall(1996)에 따르면 읽기 발달 3단계에 해당하

는 4에서 8학년 시기에는 “읽기를 위한 학습(learning to read)”에서 “학

습을 위한 읽기(reading to learn)”으로의 두드러진 전환이 일어나며, 주

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위하여 읽기 활동을 한다고 보았다. 특히 중학

교 2학년의 경우 읽기 발달 3단계의 후기에 해당되어 텍스트를 통한 학

습 능력이 성숙해지는 단계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 교실에서는

내러티브 이야기에서 설명식 텍스트로 강조점이 옮겨가며 읽기 주제가

내용 영역으로 통합되는 양상을 보인다. 천경록(1997)은 중학교 1, 2학년

시기는 고급 독해기로 글의 구조를 파악하고 비판적 시각을 가질 수 있

으며 작가의 관점 및 태도를 파악하고 추론하기 활동이 가능해진다고 하

였다. 또한, 초등학교에 비해 중학교 시기는 전반적으로 학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텍스트 수준의 자기 주도적 이해가 상당히 요구되는 시기이다

(신종호, 권희경, 2006). 따라서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텍스트 기반 학

습에 효과적인 인출유도방식을 탐색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

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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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연구참여자 중에서 실험 프로그램에 끝까지 응답하지 않은 연구

참여자 33명과 일주일 뒤에 실시 된 지연기억검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

참여자 16명의 응답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총 296명의 연구참여자들

중 49명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247명의 연구참여자에 대한 자료를 분석

에 활용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인출유도방식에 따라 세 개의 집단에 무

선 배정되었으며 각 집단에 배정된 연구참여자의 분포와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아래 <표 IV-1>과 같다.

인출유도방식

전체
통제집단 실험집단

인출유도

없음

(정교화)

구조화된

인출유도

(질문지도)

비구조화된

인출유도

(자유회상)
인

지

양

식

통합적 40 (16.2%) 49 (19.8%) 46 (18.6%) 135 (54.7%)

분석적 42 (17.0%) 32 (13.0%) 38 (15.4%) 112 (45.3%)

성

별

남 48 (19.4%) 45 (18.2%) 49 (19.8%) 142 (57.5%)

여 34 (13.8%) 36 (14.6%) 35 (14.2%) 105 (42.5%)

전체 82 (33.2%) 81 (32.8%) 84 (34.0%) 247 (100%)

<표 IV-1> 집단별 연구참여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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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가. 주제 흥미와 사전 지식

사전에 집단 간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제흥미와 사전지식을 측정

하였다. 주제흥미는 학습할 텍스트의 주제에 대해 얼마나 흥미를 느끼는

지를 측정한 것이며, 사전지식은 학습할 텍스트의 주제에 대해 사전지식

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한 것이다.

주제 흥미는 Schiefele(1992)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본 연구에 맞

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5점 척도의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주

제, 중주제, 소주제에 대한 내적 정서 관련 가중치를 묻는 문항으로 "나

는 평소 생물에 대해 관심이 많다", "나는 동물의 습성에 대한 글이 흥

미롭다고 생각한다" 등의 문항을 포함하고있다. 문항 신뢰도(Cronbach's

α)는 .835로 나타났다.

사전지식은 학습할 텍스트에 제시되어 있는 주요 내용에 대한 4개의

진위형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인간을 제외한 동물 중 가축을 가장 많이

기르는 것은 개미이다", "진디는 개미의 보호를 받지 않는 동안 더 많은

진물을 만들어 낸다" 등의 문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응답하도록 하였으

며, '○', '×' 외에도 '잘 모르겠다'를 함께 제시하여 모르는 문항에 추측

성 답을 표기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나. 인지양식

인지양식을 측정하기 위해 학습맥락에서의 인지유형을 설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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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lder와 Silverman(1988)의 학습유형 모델에 따라 Felder와

Soloman(1991; 1994; 2002 개정)이 개발한 학습유형검사(index of

learning style[ILS]) 문항 중 정보이해 차원(포괄적/순차적)에 해당하는

11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Felder와 Soloman의 ILS는 자가보고식 진단검사지로, 온라인상에서

누구나 자가진단이 가능하도록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학습양식 측정도구들 중 하나이며, 국내 대학의 교

수학습센터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학습양식 검사지이다(유경애,

2013).

ILS의 각 문항은 각각의 학습유형으로 구분되는 두 개의 보기 중 하

나를 고르는 선택형으로 구성되고 11개의 문항 중 더 많이 선택한 쪽으

로 학습유형이 구분되며 1점에서 11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받게 된다. 검

사 결과에 따라 포괄적 학습자는 통합적 인지양식으로 순차적 학습자는

분석적 인지양식으로 분류하였다.

다. 텍스트 이해력

학습자 변인인 텍스트 이해력을 측정하기 위해 중학교 3학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국어영역 문항 중 읽기능력과 관련된 문항을 중학교 2

학년 수준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8문항을 구성하였다. 4개의 지문과 7개

의 선다형 문항, 1개의 단답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다형 문항

각 1점, 단답형 문항의 하위 문항 각 1점으로 배점하여 총 9점 만점으로

채점하였다. 평가 문항은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 관용표

현 등의 평가 요소를 반영하고 있으며, 국어 교육 전공 박사과정의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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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명과 국어교육경력 5년 이상인 현직 교사 2명에게 문항의 난이도

와 타당도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예비검사를 통해 문항 정답률이

70% 이상인 4개 문항은 수정·교체하였으며, 본 실험에서의 문항 정답률

은 23.1% 1개 문항, 74.1% 2개 문항, 나머지 5개 문항은 40.5%에서

61.9% 사이에 분포하였고 평균값은 4.70으로 나타나 중학교 2학년에게

적절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라. 텍스트

텍스트 학습에 있어 인출유도방식의 구조화 유무에 따른 텍스트 정보

의 파지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텍스트를

선정하였다. 첫째, 지식을 전달하는 목적을 가진 설명식 텍스트여야 하

며, 전달하는 정보가 구조를 가져야 한다. 둘째, 중학교 2학년 수준의 지

문을 선정하되, 사전 지식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과정에 포함되

지 않는 생소한 내용이어야 한다. 셋째, 연구참여자의 텍스트 학습을 독

려할 수 있는 흥미로운 내용이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출을 위한 도

움의 필요성에 대해 탐색한 Karpicke와 동료들(2014)의 연구에서 하나의

주제를 다루는 과학 관련 지문(예, 야생에서 살아남기)을 사용한 것을 참

고하여 가축을 기르는 개미의 습성을 주제로 한 텍스트를 선정하였다.

최재천(2014)의 『개미 제국의 발견』중 일부를 발췌하여 중학교 2학년

의 수준에 맞게 일부 어휘와 문맥을 수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총 551단

어를 포함하는 A4용지 한 장 반 분량의 텍스트를 구성하였다. 국어 교

육 전공 박사과정의 현직 교사 1명과 과학교육경력 5년 이상의 현직 교

사 1명에게 텍스트의 난이도와 주제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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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예비검사를 통해 중학교 2학년에게 적절한 난이도와 매력도를 가지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 재학습 자료

재학습 자료는 인출유도가 없는 정교화 학습, 구조화된 인출유도를 하

는 질문지도 학습, 비구조화된 인출유도를 하는 자유회상 학습의 세 가

지 유형이며 연구 참여자에게 무선으로 배정된다. 통제 집단에게 부여되

는 정교화 학습은 인출유도가 없는 학습 유형으로 초기 학습시 제시되었

던 텍스트의 정보를 개념지도로 정리한 자료이다.

실험집단 A에 부여되는 질문지도는 Karpicke와 동료들(2014)의 연구

에서 사용된 인출연습 유형의 학습지로 학습자는 지도 형식으로 배열된

일련의 질문을 통해 인출연습을 하게 된다. 이 과제의 목적은 학생들에

게 학습내용을 인출하기 위한 더 효과적인 단서를 제공함과 동시에 그

질문들이 학습내용의 중심 주제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강조하기 위

함이며(Karpicke et al., 2014), 이것은 부호화 학습 전략으로 흔히 사용

되는 개념지도의 내재된 장점을 인출기반학습에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통제집단의 개념지도에 제시된 일부 정보를 삭제하고

삭제된 정보를 인출하기 위한 단서가 되는 질문을 삽입하였다.

실험집단 B에 부여되는 자유회상 학습은 인출 연습 연구에서 가장 많

이 사용되는 인출 유형으로, 학습한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회상하는 방

식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한 텍스트의 소주제들에 대해 자

유롭게 회상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회상방식은 학

습한 글 전체에 대해 회상하도록 하는 방식에 비해 학습자의 부담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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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고 실제 학습 상황과 더 유사한 특징을 지니며 학습자가 스스로 활

용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재학습 자료를 [그림

IV-1], [그림 IV-2], [그림 IV-3]에 제시하였다.

[그림 IV-1] 인출유도 없음(정교화) 집단의 재학습 자료

[그림 IV-2] 구조화된 인출유도(질문지도) 집단의 재학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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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3] 비구조화된 인출유도(자유회상) 집단의 재학습 자료

바. 텍스트 정보의 파지

텍스트 정보의 파지를 측정하기 위해 진위형 6문항과 단답형 4문항,

서술형 2문항으로 구성된 평가 문항을 사용하였다. 평가 문항은 사실적

이해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텍스트에 제시된 세부 정보를 파악하는 7문항

(예, '개미 한 마리가 진디 한 마리로부터 짜내는 단물의 양은 실제로 얼

마 되지 않는다[진위형]', '개미가 기르는 가축의 예를 세 가지 적으세요

[단답형]')과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5문항(예, '서로 종은 달라도 같이 살

며 서로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관계는 무엇인가?[단답형]', '개미에게 단

물을 주는 진디들은 그렇지 않은 진디와 어떤 행동적 차이점을 가지는

가?[서술형]')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5점 만점으로 채점되었다. 텍스트

정보의 파지는 학습 후 바로 실시된 즉시 기억 검사와 일주일 후에 실시

된 지연 기억 검사로 나누어 실시 되었으며 두 검사는 동일한 문항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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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얻어 2019년 10

월과 11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예비실험은 수도권 소재의 A중학교 남학

생 48명, B중학교 여학생 43명을 대상으로 10월중에 실시하였다. 예비실

험을 통해 수정·점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텍스트 이해력 측정 문항의

난이도를 조정하기 위해 일부 문항을 수정·교체 하였다. 재학습 과제 중

비구조화된 인출유도 집단의 과제를 대주제에 대한 자유회상에서 소주제

에 대한 자유회상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대주제에 대한 자유회상의 경우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한 과제이고 학습자에게 과

도한 인지적 부담을 준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텍스트 읽기 시

간과 문항 응답 시간 등 전체적인 시간 배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였다.

본 실험은 10월 말부터 11월 중순 사이에 진행되었으며, 경기도와 인

천광역시 소재의 일반중학교에 재학중인 중학생 297명이 참여하였다. 연

구참여자들은 인출유도방식에 따라 인출유도 없음, 구조화된 인출유도,

비구조화된 인출유도의 세 집단에 임의로 배정되었다.실험은 약 60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모든 연구 절차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되었

다. 구체적인 실험 절차는 [그림 IV-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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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안내 및 동의 (3분)

↓

사전검사
주제흥미, 사전지식, 인지양식 측정, 텍스트 이해력 측정

(20분)

↓

초기학습 텍스트 읽기 (5분)

↓

간섭과제 (2분)

↓

재학습

Ÿ 통제집단 . . - 정교화학습(비인출)

Ÿ 실험집단 A – 질문지도학습(구조화인출) ⇒

Ÿ 실험집단 B – 자유회상학습(비구조화인출)

(5분)

텍스트

다시 읽기

(3분)

↓

간섭과제 (2분)

↓

학습 평가 즉시 기억 검사 (10분)

↓

학습 평가 지연 기억 검사 (10분) [일주일 뒤]

[그림 IV-4] 실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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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험 안내 및 사전 검사

연구 참여자들이 실험에 참여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연구자의 신분과

소속을 밝히고, 앞으로 실시하게 될 연구의 목적과 과정에 대해 설명한

후, 본 연구에 대한 참여 의사를 묻고 동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참여

에 동의를 표시한 연구참여자들은 컴퓨터를 통해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학교코드, 학년, 반, 번호, 성별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사전 검사 문항

에 응답하였다. 사전 검사 항목은 통제변수로 활용될 주제흥미와 사전지

식, 개인차 변인으로 활용될 인지양식과 텍스트 이해력의 총 네 가지였

다. 주제흥미검사 3문항과 사전지식검사 4문항은 약 2분의 시간이 주어

졌으며, 인지양식을 측정하는 검사는 11문항으로 약 3분, 텍스트 읽기 능

력 검사는 8문항으로 15분이 주어졌다.

나. 초기학습

초기학습 단계에서는 모든 연구참여자가 동일한 텍스트를 동일한 시간

동안 읽도록 하였다. 텍스트는 컴퓨터 화면으로 제시되었으며 추가적인

도구 없이 묵독하도록 하였다. 텍스트를 읽는 시간은 5분이 주어졌으며

가능한 여러 번 읽으며 텍스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화

면의 우측 상단에 남은 시간을 표시하여 연구참여자가 학습 종료까지 남

은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초기학습을 마치고 난 후 재학습에

들어가기 전 모든 연구참여자들은 간섭 과제로 다른그림찾기를 2분 동안

수행하였다. 간섭과제를 수행하는 이유는 재학습 단계에서 실행될 인출

기반 학습에서 인출연습이 제대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작업기억에 남아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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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텍스트 정보를 소거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체적인 실험

맥락에서 텍스트 학습이라는 다소 매력적이지 않은 과제가 부여되는만큼

간섭과제로 학습자가 흥미를 가질만한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이후에 진행

되는 학습과제에 대한 참여를 높이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

다(Thoman, Smith, & Silvia, 2011).

다. 재학습

연구참여자들은 실험을 시작할 때 임의로 배정받은대로 학습방법을 달

리하여 텍스트에 대한 재학습을 실시하였다. 학습방법은 인출유도방식에

따라 인출유도가 없는 정교화학습, 구조화된 인출유도를 하는 질문지도

학습, 비구조화된 인출유도를 하는 자유회상학습의 세 가지이며, 모든 집

단은 각각의 방식으로 5분 동안 텍스트에 대한 재학습을 실시하였다. 정

교화 학습을 하는 인출유도 없음 집단은 텍스트에 대한 개념지도를 통해

텍스트의 내용을 복습하는 방식으로 학습하였다. 질문지도 학습을 하는

구조화된 인출유도 집단은 인출유도 없음 집단의 개념지도와 유사한 형

태인 질문지도를 통해 텍스트의 정보를 인출해보는 방식으로 학습하였

다. 자유회상 학습을 하는 비구조화된 인출유도 집단은 텍스트의 핵심어

에 대한 정보를 인출해보는 방식으로 학습하였다. 모든 학습자료의 상단

에 '다음의 ∼를 통해 읽은 내용을 복습해보세요'라는 안내를 하여 인출

기반 학습을 하는 실험 집단에서도 인출 연습을 시험이 아닌 학습의 일

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각의 방식으로 재학습을 마친 후에는

초기학습시 제시되었던 텍스트를 다시 한번 제시하여 3분간 다시 읽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인출 연습 후에 제시되는 재학습기회는 학습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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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게되므로 이것이 매개효과를 발생시켜 인출연

습이 학습에 미치는 직접적인 파지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게 한다는 한계

가 있다(Karpicke, 2017). 그러나 본 연구는 실제 학습 상황에서 인출연

습이 학습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인출 연습 후에 텍스트를 다시 확인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였다. 각 학습이 이루어지는 동안 화면의 우측 상단에

남은 시간을 표시하여 연구참여자가 학습 종료까지 남은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학습을 모두 마치고 난 후 학습평가에 들어가기 전

모든 연구참여자들은 간섭 과제로 미로찾기를 2분 동안 수행하였다. 간

섭과제를 수행하는 이유는 재학습 직후에는 작업기억에 학습 내용이 상

당량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간섭과제를 통해 이러한 영향력을 감

소시킨 후에 실제적인 학습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이다.

라. 학습 평가

학습 종료 후 텍스트 정보의 즉시 기억과 지연 기억을 측정하는 검사

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즉시 기억 검사는 간섭과제를 수행한 후에

즉시 실시되었으며, 지연 기억 검사는 학습 종료 후 일주일 뒤에 실시되

었다. 즉시 기억 검사 문항은 진위형 6문항과 단답형 4문항, 서술형 2문

항으로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응답에 주어진 시간은 10분이었다.

진위형 문항과 단답형 문항은 각 1점씩 점수를 부여하였고, 여러 개의

정답을 적는 문항의 경우 정답 1개에 1점씩 부여하였다. 개미가 기르는

가축의 예를 3가지 적는 문항의 경우 "진디, 뿔매미, 매미충, 깍지벌레,

나비의 애벌레" 중에서 정확하게 적은 개수만큼 점수(최대 3점)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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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진위형 문항 중 '개미는 동물 세계에서 가장 가축을 많이 기른

다'는 원래 틀린 문장으로 출제되었으나 문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인간

을 동물에 포함시킬지 말것인지는 애매할 수 있고 이것이 텍스트에서 주

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에서 해당 문항은 모두 정답 처

리하였다. 개미와 공생하는 진디의 형태적 특징을 묻는 서술형 문항은

다리와 대롱이 그렇지 않은 진디보다 짧다는 내용이 포함되면 1점, 다리

와 대롱이 그렇지 않은 진디와는 다르다는 내용이 포함되면 0.5점을 부

여하였다. 지연 기억 검사 문항은 즉시 기억 검사와 같은 문항을 사용하

였으며 응답에 주어진 시간 또한 10분으로 동일하였다. 채점방식 역시

즉시 기억 검사와 동일하였다.

4. 분석방법

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6개 집단의 사전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Levene의 등분산성 검증을 하고 사전지식과 주제 흥미에 대한 일원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측정한 변수들의 기술통계치를 검토하고 상관

분석을 실시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둘째, 인지양식(통합

적, 분석적)에 따라 인출유도방식(인출유도없음, 구조화된 인출유도, 비구

조화된 인출유도)이 텍스트 정보의 파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

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원분산결과 나타난

상호작용 효과의 분석을 위해 사후 검증으로 단순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

다. 셋째, 텍스트 이해력에 따라 인지양식과 인출유도방식이 텍스트 정보

의 파지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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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인지양식의 경우 통합적 인지양식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분석

적 인지양식의 더미변수를 생성하였고, 인출유도방식의 경우 통제집단인

인출유도 없음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구조화된 인출유도의 더미변수

와 비구조화된 인출유도의 더미변수를 생성하여 회귀모형에 투입하였다.

인지양식과 인출유도방식, 텍스트 이해력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 변인 간의 상호작용항을 구성하였으며, 연속변수인 텍스트 이

해력은 다중공선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평균중심화하였다. 모든 분

석에는 IBM SPSS 22.0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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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결과

1. 집단 간 동질성 검증

본 연구는 인지양식과 인출유도 방식에 따라 텍스트 정보의 파지 점수

가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지양식에 따라 두 개의 집단으로, 인출

유도 방식에 따라 세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총 6개의 집단을 구성하였

다. 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선행연구에서 텍스트 학습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고된 변인들인 주제흥미와 사전지식이 처치 집단 간에 유

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Levene의 등분산성 검증을 통해 등분

산성 가정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한 후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집단차를 확

인하였다.

Levene의 등분산성 검증 실시 결과 주제 흥미, F(5,241) = 1.046, p =

.391, 사전지식, F(5,241) = .152, p = .979, 에서 등분산성 가정이 충족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분산성 가정이 충족된 것을 확인한 후 일원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제 흥미, F(5,241) = 1.073, p = .376, 사전지식,

F(5,241) = .710, p = .617, 로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집단이 동질하다고 가정하고 이후 분석을 수행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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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연 기

억 점수는 나머지 모든 주요 변인들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주

제흥미는 사전지식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텍스트 이해력은

즉시 기억 점수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주제흥미는 5점 만점 중 평균 2.93을 보고하여 텍스트 주제에 대하여

보통 수준의 흥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전지식은 4점 만점에

평균 .84를 보고하여 연구참여자들의 텍스트에 대한 사전지식이 낮은 것

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텍스트 학습에서 사전지식의 영향을 최소화하

기 위해 연구참여자들에게 생소한 내용의 텍스트를 제시하고자 하였던

실험 의도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텍스트 이해력은 9점 만점

에 4.70을 보고하였고 분포가 정규분포의 형태를 띄고 있어 문항의 난이

도가 적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시 기억과 지연 기억 점수는 15점 만

점에 각각 8.08과 7.34를 보고하여 전체적으로 즉시 기억점수보다 지연

기억 점수가 .74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변인에서 왜도는 -.293에서 1.068, 첨도는 –1.013에서 .271의 범

위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도의 절대값이 2를 넘지 않고 첨도의

절대값이 7을 넘지 않아 변인들이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

하였다(Curran, West, & Finch, 1996) 주요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

도, 첨도, 각 변수간 상관을 <표 V-1>에 제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인지양식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남학생의 경우 통합적 양

식이 54.2%, 분석적 양식이 45.8%였고, 여학생의 경우 통합적 양식이

55.2%, 분석적 양식이 44.8%로 성별에 관계없이 통합적 양식의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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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적 양식에 비해 약 5%정도 더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별에 따른 인지양식의 분포는 <표 V-2>에 제시하였다.

1 2 3 4 5

1. 주제 흥미 -

2. 사전 지식 .257** -

3. 텍스트 이해력 .024 .045 -

4. 즉시 기억 점수 .086 .057 .630** -

5. 지연 기억 점수 .172** .187** .402** .612** -

평균 2.93 .84 4.70 8.08 7.34

표준편차 .97 1.02 2.49 3.12 2.85

왜도 .039 1.068 -.057 -.294 -.002

첨도 -.244 .271 -1.013 -.706 -.517

* p<.05, ** p<.01

<표 V-1>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 및 상관 (N = 247)

인지양식
전체

통합적 분석적

성별
남자 77 (54.2%) 65 (45.8%) 142(57.5%)

여자 58 (55.2%) 47 (44.8%) 105(42.5%)

전체 135(54.7%) 112(45.3%) 247(100.0%)

<표 V-2> 성별에 따른 인지양식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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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지양식과 인출유도방식이 텍스트 정보의 파지에

미치는 영향

인지양식과 인출유도방식이 텍스트 정보의 파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하기 위해 인지양식(통합적, 분석적) × 인출유도방식(인출유도 없음, 구

조화된 인출유도, 비구조화된 인출유도)에 대한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

였다. 종속변수인 텍스트 정보의 파지는 즉시 기억 점수와 지연 기억 점

수의 두 가지로 나누어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인지양식과 인출유도방식

으로 구분된 여섯 집단의 텍스트 정보의 파지 점수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 V-3>와 <표 V-4>에 제시하였다. 인지양식과 인출유도방식에 따른

텍스트 정보의 파지 점수의 변화는 [그림 V-1], [그림 V-2]과 같다.

인출유도방식
인출유도없음

(정교화)

구조화된 인출유도

(질문지도)

비구조화된 인출유도

(자유회상)

인지양식 통합적

(n=40)

분석적

(n=42)

통합적

(n=49)

분석적

(n=32)

통합적

(n=46)

분석적

(n=38)
평균 7.83 7.77 8.21 7.96 8.12 8.58

표준편차 3.07 3.50 2.88 3.07 2.66 3.66

<표 V-3> 집단별 즉시 기억 점수의 기술통계치

인출유도방식
인출유도없음

(정교화)

구조화된 인출유도

(질문지도)

비구조화된 인출유도

(자유회상)

인지양식 통합적

(n=40)

분석적

(n=42)

통합적

(n=49)

분석적

(n=32)

통합적

(n=46)

분석적

(n=38)
평균 7.15 6.26 7.54 7.08 7.33 8.74

표준편차 3.09 2.24 3.07 2.83 2.43 2.98

<표 V-4> 집단별 지연 기억 점수의 기술통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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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1] 인지양식과 인출유도방식에 따른 즉시

기억 점수의 변화

[그림 V-2] 인지양식과 인출유도방식에 따른 지연

기억 점수의 변화

인지양식과 인출유도방식 간의 이원분산분석 결과, 지연 기억 점수에

있어서 인지양식과 인출유도방식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수준 5%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 = 3.962, p = .020. 즉, 인출유

도방식이 텍스트 정보의 지연 기억에 미치는 영향이 인지양식에 따라 달

라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ηp
2을 통해 상호작용의 효과크기를 추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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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지연 기억 점수의 분산 가운데 3.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시 기억 점수와 지연 기억 점수에 대한 인지양식과 인출유도방식간의

이원분산분석 결과를 <표 V-5>와 <표 V-6>에 각각 제시하였다.

SS df MS F p ηp
2

인출유도방식 (A) 12.49 2 6.24 .63 .531 .005

인지 양식 (B) .15 1 .15 .02 .903 .000

A × B 5.57 2 2.78 .28 .754 .002

오류 2373.41 241 9.85

총계 18520.50 247

종속변수= 즉시 기억 점수, R2 = .007 (Δ R2 = -.013)

<표 V-5> 즉시 기억 점수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결과표

SS df MS F p ηp
2

인출유도방식 (A) 72.77 2 36.39 4.68 .010 .037

인지 양식 (B) .02 1 .02 .00 .956 .000

A × B 61.64 2 30.82 3.96 .020 .032

오류 1874.67 241 7.78

총계 15325.50 247

종속변수 = 지연 기억 점수, R2 = .064 (Δ R2 = .045)

<표 V-6> 지연 기억 점수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결과표

지연 기억 점수에 대한 인지양식과 인출유도방식간의 구체적인 상호작

용 양상을 확인하기위해 단순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통합

적 인지양식의 학습자들의 경우 인출유도방식에 따라 지연 기억 점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통합적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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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학습자들의 텍스트 정보의 파지 점수는 구조화된 인출유도 집단이

인출유도 없음 집단과 비구조화된 인출유도 집단보다 높을 것이라는 연

구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연구가설 1-1). 반면, 분석적 인지 양식의 학

습자들의 경우 비구조화된 인출유도 집단이 구조화된 인출유도 집단과

인출유도 없음 집단보다 지연 기억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것은 분석적 인지양식 학습자들의 텍스트 정보의 파지 점수는

비구조화된 인출유도 집단이 인출유도 없음 집단과 구조화된 인출유도

집단보다 높을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일부 지지하는 결과이다(연구가설

1-2). 인지양식과 인출유도방식 간의 상호작용 효과 분석을 위한 단순

효과 분석 결과는 <표 V-7>에 제시되었다.

지연 기억 점수에서 인출유도방식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F = 4.678, p = .010. Tukey HSD의 사후 검정 방법에 따

라 다중비교를 실시해본 결과, 비구조화된 인출유도 집단이 인출유도 없

음 집단에 비해 지연 기억 점수가 더 높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Tukey HSD의 사후 검정 방법에 따라 다중비교를

실시한 결과는 <표 V-8>에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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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7> 지연 기억 점수에서의 단순 효과 분석

인지양식
(I)

인출유도방식

(J)

인출유도방식

평균차이

(I-J)
표준오류유의수준

95% CI

LL UL

통합적 비인출 구조화 -.398 .646 1.000 -1.824 1.042

비구조화 -.011 .649 1.000 -1.630 1.278

구조화 비인출 .398 .646 1.000 -1.042 1.824

비구조화 .386 .620 1.000 -1.166 1.595

비구조화 비인출 .011 .649 1.000 -1.278 1.630

구조화 -.386 .620 1.000 -1.595 1.166

분석적 비인출 구조화 -.816 .654 .641 -2.394 .762

비구조화 -2.475* .624 .000 -3.980 -.970

구조화 비인출 .816 .654 .641 -.762 2.394

비구조화 -1.659* .669 .042 -3.272 -.045

비구조화 비인출 2.475* .624 .000 .970 3.980

구조화 1.659* .669 .042 .045 3.272

<표 V-8> 인출유도방식의 주효과에 대한 사후비교

(I)

인출유도방식

(J)

인출유도방식

평균차이

(I-J)
표준오류유의수준

95% CI

LL UL

비인출 구조화 -.663 .4369 .285 -1.693 .367

비구조화 -1.269* .4330 .010 -2.290 -.248

구조화 비인출 .663 .4369 .285 -.367 1.693

비구조화 -.606 .4343 .345 -1.631 .418

비구조화 비인출 1.269* .4330 .010 .248 2.290

구조화 .606 .4343 .345 -.4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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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텍스트 이해력에 따라 인지양식과 인출유도방식이

텍스트 정보의 파지에 미치는 영향

인지양식과 인출유도방식이 텍스트 정보의 파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텍스트이해력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텍

스트 이해력과 상호작용항간의 상관으로 인한 다중공선성의 발생을 예방

하기 위해, 텍스트 이해력은 평균화(centering)한 뒤 상호작용항을 구성

하였다(Cohen, Cohen, West, & Aiken, 2015). 즉시 기억 점수와 지연 기

억 점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V-9>과 <표 V-10>에 제시하였

다.

분석에서 설정한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한 결과, 본 분석에서 설정한

회귀모형은 즉시 기억 점수에 대해서는 R2 = .437, F = 13.916, p < .001,

지연 기억 점수에 대해서는 R2 = .273, F = 6.745, p < .001로 종속변수인

텍스트 정보의 파지 점수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

수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텍스트 정보의 즉시 기억 점수와 지연 기억

점수를 예측함에 있어 텍스트 이해력과 인지양식, 인출유도방식 간의 삼원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지양식과 인출

유도방식이 텍스트 정보의 파지에 미치는 영향이 텍스트 이해력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연구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연구가설 2-1). 텍스트 이해

력에 따른 인지양식과 인출유도방식 간의 변화 양상은 [그림 V-3]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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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9> 즉시 기억 점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N = 247)

B SE B β
주제 흥미 .179 .166 .056
사전 지식 .029 .160 .009

텍스트 이해력 .582*** .152 .465
질문지도 더미 .491 .514 .074
자유회상 더미 .256 .523 .039
분석적 더미 -.469 .539 -.075

텍스트 이해력 × 질문지도 .168 .212 .073
텍스트 이해력 × 자유회상 .001 .217 .000
텍스트 이해력 × 분석적 .432* .203 .244
질문지도 × 분석적 .630 .774 .068
자유회상 × 분석적 .742 .758 .086

텍스트 이해력 × 질문지도 × 분석적 -.421 .310 -.118
텍스트 이해력 × 자유회상 × 분석적 .017 .299 .005

R2 .437
F 13.916***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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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10> 지연 기억 점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N = 247)

B SE B β
주제 흥미 .337 .173 .114
사전 지식 .359* .166 .128

텍스트 이해력 .575** .158 .502
질문지도 더미 .549 .534 .091
자유회상 더미 .314 .544 .052
분석적 더미 -.903 .560 -.158

텍스트 이해력 × 질문지도 .008 .220 .004
텍스트 이해력 × 자유회상 -.239 .226 -.118
텍스트 이해력 × 분석적 -.129 .211 -.080
질문지도 × 분석적 .730 .804 .086
자유회상 × 분석적 2.113** .788 .268

텍스트 이해력 × 질문지도 × 분석적 -.044 .322 -.013
텍스트 이해력 × 자유회상 × 분석적 .194 .311 .068

R2 .273
F 6.745***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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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3] 텍스트 이해력에 따른 인지양식과 인출유도방식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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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즉시 기억 점수에 대한 텍스트 이해력과 인지양식 간의 이원상호작

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 = .432, SE B =.203 , β =

.244, t = 2.124, p = .035). 구체적으로 텍스트 이해력이 높아질수록 분석

적 학습자들이 더 높은 즉시 기억 점수를 보였으며 낮아질수록 통합적

학습자들이 더 높은 즉시 기억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연 기

억 점수에서는 자유회상과 인지양식 간의 이원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B = 2.113, SE B =.788, β = .268, t = 2.680, p

= .008), 분석적 학습자가 자유회상 방식으로 학습한 경우, 통합적 학습

자가 정교화 방식으로 학습한 경우에 비해 지연 기억 점수가 2.113점 높

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텍스트 이해력이 즉시 기억 점수와 지연 기억 점수에 미치

는 주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즉시 기억 점수, B = .582, SE

B =.152, β = .465, t = 3.824, p = .000, 지연 기억 점수, B = .575, SE

B =.158, β = .502, t = 3.628, p = .000), 변인들 중에서 텍스트 정보의

파지 점수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텍스트 이해력이 1점 높으면 즉시 기억 점수와 지연 기억 점수가 각각

.582, .575점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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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논의 및 결론

1. 논의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인지양식과 인출유도방식이 텍스트 정보의 파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인지양식과 인출유도방식의 영향이 텍스트 이해력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에는 중학교 2학년 학생

이 참여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들은 인출유도방식에 따라 인출유도 없음,

구조화된 인출유도, 비구조화된 인출유도의 세 집단에 무선으로 배정되

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주제흥미와 사전지식, 인지양식, 텍스트 이해력을

측정하였으며, 참여자들은 각 집단에 처치된 방식으로 텍스트 학습을 실

시한 후 두 차례에 걸쳐 텍스트 정보의 파지를 묻는 문항에 응답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양식(통합적, 분석적)과 인출유도방식(인출유도없음, 구조화

된 인출유도, 비구조화된 인출유도)의 상호작용 효과가 텍스트 정보의

즉시 기억 점수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지연 기억 점수에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연 기억 점수에서 인지양식과 인출유도방식의 구체

적인 상호작용 해석을 위해 단순 효과 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적 인지 양식의 학습자의 경우 인출유도 없음, 구조화된 인출유도,

비구조화된 인출유도의 순으로 지연 기억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

으며 비구조화된 인출유도방식으로 학습한 집단의 지연 기억 점수와 다

른 두 집단의 지연 기억 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 결과는 분석적 학습자의 경우 비구조화된 인출유도방식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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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학습할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낼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이는 분석적 학습자가 안내와 지시를 최소화하고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더 선호하며 이러한 조건에서 더 뛰어난 수행을

보인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Goodenough, 1976; Jonassen &

Grabowski, 1993; Jonassen & Wang, 1993). 또한 이러한 결과는 인출

기반 학습의 측면에서 인출노력가설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인출유

도의 두 가지 조건에서 구조화된 인출유도가 내포하고 있는 장점이 분석

적 학습자에게는 이점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면, 두 가지 조건 중 인출에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자유회상 방식의 비구조화된 인출유도가 텍스

트 정보의 파지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은 선행연구들에서 입증된바 있다

(Kang, McDermott, and Roediger, 2007; Pyc and Rawson, 2009).

반면, 통합적 인지 양식의 학습자의 경우 인출유도 없음, 비구조화된

인출유도, 구조화된 인출유도의 순으로 지연 기억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

을 보였으나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통합적

학습자의 경우 인출유도방식에 따른 학습의 효과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

았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인출유도방식에 따른 차이가 통합적 학습자

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과 실험과정에서 통합적 학습자들에

게 제대로 된 학습이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후자

의 측면에서는 통합적 학습자들이 분석적 학습자들보다 원격교육이나 온

라인 교육을 통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선행연구에서 그 원인을 추

측해 볼 수 있다(Luk, 1998; Kahtz & Kling, 1999). 본 연구는 실험의

모든 과정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시되었으며 텍스트 학습과 인출 기

반 학습 역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러한 학습 환경이 통합적 학습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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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통합적 학습자들은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숙달하기 전에 제

시된 자료가 선행지식이나 경험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는데(Felder & Silverman, 1988), 통합적 학습자들의 이러한 경

향은 본 실험의 텍스트와 같이 친숙하지 않고 사전지식이 거의 없는 주

제의 텍스트를 학습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본

실험에서 재학습 단계를 마친 후 제시된 과제 평가에 대한 응답에서 과

제의 익숙함과 과제에 대한 흥미에서는 통합적 인지양식과 분석적 인지

양식 간의 평균 차이가 없었지만, 과제의 어려움을 묻는 문항에서는 두

집단 간에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245) =

7.697, t = -2.515, p = .013. 구체적으로 통합적 인지양식 학습자의 평균

점수는 분석적 인지양식 학습자의 점수보다 0.34점 높은 3.67을 보고하여

분석적 학습자에 비해 실험 과제를 어렵게 느꼈음을 알 수 있다.

지연 기억 점수의 경우, 인출유도 방식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중 비교 결과 비구조화된 인출유도집단의 지연 기

억 점수가 인출유도 없음 집단의 점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인출연습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인출

연습효과를 지지해주는 결과이다.

둘째, 인지양식과 인출유도방식이 텍스트 정보의 파지에 미치는 영향

에 있어 텍스트이해력에 의한 삼원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텍스트 이해력에 따른 인지양식과 인출유도방식 간의

점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인지양식과 인출유도방식 간의 점수 변화 경

향성이 텍스트 이해력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것은 학습자의 수준이 낮을수록 보완적인 학습전략의 이익이 더 클 것이

라고 가정한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는 인지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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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한 인출유도방식이 텍스트 정보의 파지에 미치는 영향이 텍스트

이해력에 관계없이 유지됨을 의미한다.

한편, 텍스트 이해력은 즉시 기억과 지연 기억 모두에 있어서 텍스트

정보의 파지에 대한 예측력이 가장 높은 변수로 나타났다. 이것은 언어

이해력이 인출연습 효과를 강력하게 예측하는 변인이라고 보고한 선행연

구와 동일한 결과이다(Kern, 2014). 또한 이러한 결과는 질적으로 높은

정신적 표상을 형성할 수 있는 조건에서 인출연습효과가 더 잘 일어난다

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Roelle & Nückles, 2019).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 양식이라는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출연습의 효과를 살

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인출연습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인출연습

의 효과성을 매개하는 학습자 변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최효

식, 2016; Brewer & Unsworth, 2012; Karpicke, 2017). 하지만 모든 학

습 전략은 학습자의 개인차가 고려되었을 때 최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인지양식은 오랜시간동안 연구되어온 학습자의 인지적 특성 중 하

나이고 이러한 학습자의 특성이 학습이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인

출연습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시험 형식의 인출연습이 아닌 학습 형식의 인출

연습 방식을 사용하여 인출연습 효과를 확인해 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

를 가진다. 그동안의 인출연습 연구는 인출연습의 효과성을 검증하는데

주목하여 자유회상방식을 제외하고는 단답형, 선다형, 재인 등 시험의 형

태를 띄는 인출연습방식을 주로 사용하여 연구해왔다. 하지만 시험 형태

의 인출연습은 시험불안과 스트레스와 같이 시험이 가지는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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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배제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진다. 따라서 인출연습의 부정적인 영향

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습자로 하여금 인출연습을 시험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학습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질문 지도와 자유 회상의 방식을 사용하여 시험형식

이 아닌 학습형식의 인출연습의 효과 탐색해보았다.

셋째, 교육현장에서 적용이 쉬운 형태의 인출연습 방식에 대한 효과성

을 탐색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교사들이 인출연습의 효과성

을 인지하고 있지만 인출연습을 위한 문항을 준비하는 시간과 노력이 부

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교육적 현장에서 인출연습이 활용되는 것을 가

로막은 이유 중 하나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인 소

주제에 대한 자유회상의 경우 학습 내용에 대한 핵심 단어를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 회상해보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학습자들이 텍스트 정보를

기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고, 이는 인출

연습의 교육 현장 적용을 용이하게 해줄 것이다.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제언

본 연구의 한계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실제 텍스트 학습이 일어나는 학습환경에서 인지양식과 인출유

도방식이 텍스트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

에서는 텍스트 학습과 인출 기반 학습이 모두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되었다. 최근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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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학습의 경우에는 여전히 인쇄물을 통한 학습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에게 익숙한 방식인 인쇄 매체를 통한 학습 환경에서도 동

일한 결과를 보이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인지양식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Felder와

Soloman(1991; 1994; 2002 개정)의 학습유형검사의 결과 중 통합적 유형

과 분석적 유형이라는 이분법적인 정보만을 반영하였다. 하지만 같은 통

합적 유형일지라도 통합적 성향이 높은 학습자가 있고 그러한 성향이 낮

은 학습자가 있다. 본 실험에서는 이러한 하위 점수를 반영하고 있지 않

기 때문에 그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추후 연

구에서는 인지양식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

이다.

셋째, 추후 연구에서는 통합적 인지양식의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통

합적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인 인출연습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인지양식에 따라 최적의 효과를 발휘하는 인출유도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연구 결과 통합적 인지양식의 학습자들

에게는 본 연구에서 고려한 인출 유도 방식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통합적 인지양식의 학습자들에게 차별

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인출연습 방식에 대해 탐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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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측정 도구 

1. 통제변인 측정 문항

<주제 흥미>
아주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아주
그렇
다

Ÿ 나는 평소 생물에 대해 관심이 많다. ○ ○ ○ ○ ○

Ÿ 나는 동물의 습성에 대한 글이 흥미롭다고 
생각한다. 

○ ○ ○ ○ ○

Ÿ 나는 개미의 행동에 대해 알고 싶다. ○ ○ ○ ○ ○

<사전 지식> O X
잘

모르
겠다

Ÿ 인간을 제외한 동물 중 가축을 가장 많이 
기르는 것은 개미이다.

○ ○ ○

Ÿ 진디는 개미의 보호를 받지 않는 동안 더 
많은 진물을 만들어 낸다. 

○ ○ ○

Ÿ 개미가 기를 수 있는 가축은 진디뿐이다. ○ ○ ○

Ÿ 진디의 진물의 구성성분은 물과 
탄수화물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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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지양식 검사 문항

1. 새로운 주제를 공부할 때
(a) 그 주제에 초점을 맞춘다.
(b) 주제와 관련된 다른 주제들과 연결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선호한다.

*2. 나는 일단 
(a) 전체를 이해하고, 부분들이 어떻게 맞추어져 있는지를 살펴본다. 
(b) 각각의 구성 부분들을 이해하고, 전체를 이해한다.

3. 수학 문제를 풀 때, 나는 일반적으로
(a) 단계적으로 문제를 푼다.
(b) 문제의 풀이방법은 알겠는데 문제를 푸는 단계에서는 헤맬 때가 많다.

*4. 나는 
(a) 글을 읽은 후 주제가 떠오르고, 주제를 증명해주는 사건들을 앞에서 다시 찾

는다.
(b) 사건이나 일화들을 종합하여 글의 주제를 생각해낸다.

*5. 수업에서
(a)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제시와 다른 교과의 주제들과 관련시키는 것이 더 중요

하다.
(b) 명확한 순차적 단계로 학습자료 제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6. 나는 
(a) 상당히 규칙적인 페이스로 공부한다.
(b) 즉흥적으로 공부한다.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힘들지만 어느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된다. 

7. 나는
(a) 세부적인 사항들은 잘 이해하지만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b) 내용의 전체적인 구조는 잘 이해하지만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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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나는
(a) 세세한 사항들에 들어가기 전에 큰 그림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b) 자주 세세한 사항들에 초점을 맞추어 큰 그림을 놓친다.

9. 보고서를 쓸 때
(a) 먼저 서론을 작성한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
(b) 여러 부분에 대해 생각하고 글을 쓴 후 이를 모아서 순서대로 배열한다.

*10. 수업을 시작할 때 선생님이 수업할 내용의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해주는 것
이

(a) 내게 매우 도움이 된다.
(b) 내게 약간 도움이 된다.

11.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 나는 
(a)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들을 생각한다.
(b) 보다 포괄적인 해결책을 적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생각해본다.

3. 과제에 대한 평가 문항

n 조금 전에 수행한 과제의 어려움 정도를 점수로 매긴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1점
(매우 쉽다)

2점
(쉽다)

3점
(보통이다)

4점
(어렵다)

5점
(매우 어렵다)

○ ○ ○ ○ ○

n 조금 전에 학습한 방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아주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Ÿ 나는 평소에 이러한 학습 방식을 많이 
경험해 보았다.

○ ○ ○ ○ ○

Ÿ 나는 이러한 방식으로 학습하는 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한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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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실험 텍스트

가축을 기르는 개미들 – 인간 버금가는 낙농의 대가

    인간이 처음으로 소나 돼지 등의 가축을 키우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
터인지는 분명치 않다. 아무튼 우리만큼 다른 동물들로부터 음식의 많은 
부분을 얻는 동물도 없다. 쇠고기나 돼지고기 등 동물의 몸을 이루는 조직
을 직접 섭취함은 물론 달걀이나 우유처럼 그들이 번식을 위해 만들어내
는 물질을 가로채기도 한다. 
  동물 세계에서 우리 다음으로 가축을 많이 기르는 동물을 꼽으라면 역
시 개미를 들 수 있다. 서로 종은 달라도 같이 살며 서로에게 이익을 제공
하는 이른바 공생관계를 이야기할 때 흔히 언급되는 ‘개미와 진디’가 그 
좋은 예다. 개미는 진디를 무당벌레나 풀잠자리 같은 천적 곤충들로부터 
보호해 주고, 대신 진디는 식물로부터 빨아들인 영양분의 일부를 개미에게 
제공한다. 
  진디와 개미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들이 어쩌다 만나 함께 지
내다보니 가끔 서로 돕기도 하는 정도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영국 학자들에 의해 관찰된 한 개미와 진디의 경우를 보면 
진디들은 하루 시간 중 겨우 14% 동안만 개미의 보호를 받지만 그들이 
하루 동안 만들어내는 단물의 84%가 이 시간 동안에 생성된다. 다시 말해
서 진디가 단물을 만드는 목적은 거의 전적으로 개미를 위해서라는 것이
다. 
  개미 한 마리가 진디 한 마리로부터 짜내는 단물의 양은 실제로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나 군락 전체로 보면 워낙 많은 일개미들이 제각기 진디
들을 사육하며 거둬들이는 덕택에 단물로부터 얻는 영양분은 때로 군락 
전체 식량의 75%에 달하기도 한다. 가히 낙농을 전문으로 하는 개미들이
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물의 성분을 분석해 보아도 진디들이 얼마나 개미들에게 정성스레 보
답하는가 알 수 있다. 진디는 식물로부터 빨아올린 즙의 일부를 그대로 개
미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진디가 개미에게 바치는 단물은 물과 탄수
화물을 비롯하여 각종 아미노산과 온갖 다른 영양소들이 골고루 들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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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른바 완전 영양식이다. 
  한편 개미 또한 진디들을 그저 단순히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다. 양치는 
소녀가 양떼를 풀이 많은 곳으로 몰고 다니듯, 개미도 때론 진디떼를 이 
잎 저 잎 몰고 다닌다. 식물로부터 보다 많은 즙을 빨아당길 수 있도록 명
당자리를 찾아 옮겨다니는 것이리라. 또 어떤 개미들은 진디들을 초원에 
풀어놓고 기르는 대신 외양간을 짓고 그 안에서 사육하기도 한다. 개미들
은 식물의 뿌리나 뿌리에 가까운 줄기에 흙으로 움막을 만들고 그 속에서 
진디들을 키운다. 
  소뿐만 아니라 젖을 짤 수 있는 동물이라면 염소, 양, 심지어는 낙타도 
마다 않는 우리 인간처럼 개미가 기르는 가축들도 매우 다양하다. 개미들
이 기르는 가축으로는 진디가 물론 제일 흔하지만 그 밖에도 뿔매미, 매미
충, 깍지벌레 등 진디와 함께 매미목에 속하는 곤충들은 물론 부전나비과
에 속하는 나비들의 애벌레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다. 개미들은 가축들
을 주로 나무의 줄기나 이파리 위에 풀어놓고 기르지만 깍지벌레의 경우
에는 아예 집안에서 키우기도 한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열대로 갈수록 
진디를 보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그만큼 진디를 사육하는 개미들도 찾아보
기 힘들다. 대신 가축의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해진다. 그래도 그중 제일 
많이 키우는 것은 뿔매미이다. 온대지방에서 많이 기르는 진디들은 그 모
습들이 다 그만그만한데 비해 열대의 뿔매미들은 무척 다양하다. 
  그렇다면 왜 모든 진디들이 다 개미와 공생관계를 맺지 않는 것일까? 
개미와 공생하는 진디와 그렇지 않은 진디와는 몸의 구조부터가 다르게 
진화되었다. 개미의 보호를 받지 않는 진디들은 다리도 길고 단물을 배설
하는 대롱도 긴 반면 개미와 공생하는 진디들은 비교적 짧은 다리에 짧은 
대롱을 갖고 있다. 또 개미와 공생하는 진디들은 이 같은 형태적인 적응 
외에도 행동적 적응력을 지니고 있다. 아무 때나 일률적으로 단물을 뿜어
내는 것이 아니라 개미의 보호를 받을 동안만 집중적으로 만들어낸다. 
  뿔매미 중에는 간혹 개미의 서비스 정신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기 자식들을 전적으로 돌보게 하는 종들도 있다. 새끼들을 낳아 
기르다 믿음직한 개미를 만나면 아예 자식들을 다 떠맡기고 자기는 저만
치 떨어져나가 새로 알을 낳아 품는 어미들이 있다. 개미를 보모로 둔 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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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미 어미는 혼자서 자식을 키우는 어미에 비해 같은 시간에 훨씬 많은 
자식을 키워낼 수 있으므로 진화적으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셈
이다. 이쯤되면 가축이 주인을 이용하는 격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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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재학습 재료

1. 정교화 집단 - 인출유도 없음

2. 질문지도 집단 - 구조화된 인출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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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유회상 집단 - 비구조화된 인출유도

공생 관계에 대해 적어보세요

개미와 진디가 서로를 위해 하는 일에 대해 적어보세요.

진디의 단물 생산과 개미와의 관계에 대해 적어보세요.

개미가 가축(예:진디)을 기르는 방식에 대해 적어보세요.

개미가 기르는 가축에 대해 적어보세요.

개미와 공생하는 진디의 적응적 특징에 대해 적어보세요.

그 외에 생각나는 내용을 적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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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 파지측정 문항(즉시/지연)

1. 개미는 동물 세계에서 가장 가축을 많이 기른다. ( O , X )

2. 개미와 이익을 주고받는 진디가 단물을 만드는 목적은 전적으로 자신을 위한 

것이다.  ( O , X )

3. 개미 한 마리가 진디 한 마리로부터 짜내는 단물의 양은 실제로 얼마 되지 않

는다.  ( O , X )

4. 진디는 식물로부터 빨아올린 즙의 일부를 그대로 개미에게 제공한다. ( O , X 

)

5. 개미는 진디를 그저 단순히 보호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한다. ( O , X ) 

6. 온대지방으로 갈수록 진디를 사육하는 개미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 O , X )

7. 서로 종은 달라도 같이 살며 서로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관계는 무엇인가?  (  

)

8. 진디들은 하루 시간 중 (       )% 동안 개미의 보호를 받고, 그들이 하루 동

안 만들어내는 단물의  (       )%가 이 시간동안에 생성된다. 

9. 개미가 진디들의 단물로부터 얻는 영양분은 때로 군락 전체 식량의 

   (       )%에 달하기도 한다. 

10. 개미가 기르는 가축의 예를 세 가지 적으세요. 

   (          ), (           ), (           )

11. 개미에게 단물을 주는 진디들은 그렇지 않은 진디와 어떤 형태적 차이점을 

가지는가?

     (                                                            )

12. 개미에게 단물을 주는 진디들은 그렇지 않은 진디와 어떤 행동적 차이점을 

가지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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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Cognitive Styles and the

Form of Retrieval Practice on the

Retention of Text

Nayeon Kim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trieval-base learning is that learners engage in retrieval 

processes to form a long-term memory and facilitate learning. 

While the generality of retrieval practice is well established 

across materials, assessments, and learners, there has been less 

work focused on identifying individual difference factors that 

might mediate the benefits of retrieval practice. To apply this 

powerful strategy to authentic learning environment, it is 

essential to examine retrieval practice from a contextual 

perspective, especially regarding learner characteristic.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cognitive styles 

and the form of retrieval practice on the retention of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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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ext, and to examine whether the interaction is different 

depending on one’s text comprehension ability.

  Two hundreds ninety six second-grade middle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the three groups set by the form of retrieval practice. 

Topic interest, background knowledge, cognitive styles, and text 

comprehension ability were measured and participants were 

asked to conduct retrieval-base learning with text materials. 

Finally, participants answered to the questions measuring the 

retention of the information in the learned text.

  The main result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nalytic learners were better performed under the 

non-structured retrieval practice condition than structured 

retrieval practice condition and non retrieval practice condition 

in delayed retention test.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holistic learners there were no statistical difference of the 

retention scores between the groups.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effective form of retrieval practice can be different depending 

on learner’s cognitive styles and learner’s cognitive styles are 

need to be considered to design retrieval-based learning. Second, 

the interaction of cognitive styles and the form of retrieval 

practice were stable regardless of learner’s text comprehension 

ability. This result indicates that the effects of retrieval practice 

considering cognitive styles are valid across all levels’ lear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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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study, it is confirmed the need to take learner’s 

characteristics such as cognitive styles into consideration when 

practicing retrieval-based learning. Also, it could be valuable to 

investigate the practical way to apply the powerful strategy to 

authentic learning environment in future studies. 

Keywords : cognitive styles, retrieval practice, text comprehension

Student Number : 2017-25602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문제  
	3. 주요 용어  

	Ⅱ. 이론적 배경  
	1. 인출 연습  
	가. 인출 연습 효과  
	나. 인출 연습 이론  
	다. 인출 연습의 형식  
	라. 인출 연습과 텍스트 학습  
	마. 인출 연습의 개인차  

	2. 인지양식  
	가. 개념적 이해  
	나. 대표적 유형  
	다. 통합적 모델  

	3. 텍스트 학습 
	가. 텍스트 학습  
	나. 텍스트 이해력  


	Ⅲ. 연구가설  
	Ⅳ.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2. 연구 도구  
	3. 연구 절차  
	4. 분석 방법  

	Ⅴ. 연구결과  
	1. 집단간 동질성 검증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3. 인지양식과 인출유도방식이 텍스트 정보의 파지에 미치는 영향  
	4. 텍스트 이해력에 따라 인지양식과 인출유도방식이 텍스트 정보의 파지에 미치는 영향  

	VI. 논의 및 결론 
	1. 논의 및 시사점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제언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startpage>12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4
 3. 주요 용어   6
Ⅱ. 이론적 배경   9
 1. 인출 연습   9
  가. 인출 연습 효과   9
  나. 인출 연습 이론   11
  다. 인출 연습의 형식   16
  라. 인출 연습과 텍스트 학습   18
  마. 인출 연습의 개인차   19
 2. 인지양식   22
  가. 개념적 이해   22
  나. 대표적 유형   27
  다. 통합적 모델   29
 3. 텍스트 학습  34
  가. 텍스트 학습   34
  나. 텍스트 이해력   37
Ⅲ. 연구가설   41
Ⅳ. 연구방법   43
 1. 연구 참여자   43
 2. 연구 도구   45
 3. 연구 절차   51
 4. 분석 방법   56
Ⅴ. 연구결과   58
 1. 집단간 동질성 검증   58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59
 3. 인지양식과 인출유도방식이 텍스트 정보의 파지에 미치는 영향   61
 4. 텍스트 이해력에 따라 인지양식과 인출유도방식이 텍스트 정보의 파지에 미치는 영향   66
VI. 논의 및 결론  71
 1. 논의 및 시사점   71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제언   75
참고문헌   77
부    록  94
Abstract   104
</body>

